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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한 연구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김 태 인

  본고에서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몇몇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 다. 곧 이 의미 층위들이 어떤 언어 표현의 해석에 어떻게 관여

하는지, 한편으로는 어떤 언어 표현들을 통해 이러한 의미 층위들이 드러나는지에 해 

살폈다. 

  이에 우선 핵 서술 단위를 설정하 다. 핵 서술 단위는 서술어가 논항을 거느리고 있

는 구성체이다. 이 핵 서술 단위는 언어 이론적인 산물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이 핵 서술 단위를 사건이나 명제로 파악하는 모든 논의에 반 한다. 

한편 사건이나 명제, 사실, 화행 등은 존재하는 실체이다. 우선 ‘언어 형식을 빌려 표현

되는 사건’은 어떤 세계에서 시공간을 점유하며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사

건이 개념화된 것이다. 반면 명제는 이러한 사건이 그 로 추상적 실체로 층위가 변환

된 것이다. 이렇게 명제로 층위가 변환된 후에야 화자는 언어적 연산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명제가 화자에게 ‘참’이라는 지위를 가지면 이를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장의 의미, 지시체 등이 사건이나 명제 혹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는 

여러 논의를 거부하 다. 문장은 사건이라는 객관과 화자라는 주관이 만나는 곳이며, 한 

의미 층위로 확정될 수 없다. 다만 문장 내부에는 의미 층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문

장은 ‘의미 층위’ 그리고 ‘사건에 가해지는 한정이나 명제나 사실, 화행에 가해지는 한

정’이 달라붙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정은 사건 차원의 한정과 담화 차원의 

한정으로 구분하 다. 이러한 한정 요소에는 어휘적 범주로 부사어, 문법적 범주로 선문

말 어미가 있는데, 이들 요소들은 달라붙는 순서에 있어 사건에서 명제, 사실, 화행으로 

나아가는 강한 경향성을 보인다. 

  문장은 바로 특정 의미 층위에 연결되지 않지만 명사어는 특정 의미 층위에 바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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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이러한 명사어에는 용적 명사, 명사, 명사화 구문 등이 있었다. 일부 명사 

가운데에는 특정 의미 층위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한 것이 있었다. 이를 X-성 명사라고 

하 다. 명사화 구문은 크게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과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있었다. 전자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고, 후자는 명제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

다. 이는 각각의 유래가 전자는 동명사형, 후자는 인용 형식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어떤 명사어가 특정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변적이

다. 곧 어떤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지 결정하는 핵심적인 주도권은 명사어가 아니라 이 

명사어를 취하는 서술어가 가지고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유형 강제 현상으로 설명하

다. 곧 해당 서술어가 그 논항으로 특정 의미 층위가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해당 논항에 있는 명사어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특정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의미 층위 X가 논항으로 올 것을 요구하는 X-성 서술어를 설정하 다. 

하지만 의미 층위의 해석에 있어서 서술어가 전부인 것만은 아니다. 명사어에 결합하는 

조사, 서술어 자체의 문법화, 화자와 문장 내 주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명

사어의 해석은 변조된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문장(발화)은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하는 담화

를 맥락으로 가지고, 또한 그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하는 기능문법의 언어관에 입

각하여 논의를 전개하 다. 의미 층위의 해석도, 문장의 분석도 언어의 주된 목적이 의

사소통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의미 층위, 명사화, 부사어, 선문말어미, 유형 강제, 핵 서술 단위, 사건,  명제, 

사실, 화행, 기능 문법

학  번: 2014-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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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본고는 사건(event), 명제(proposition), 사실(fact), 화행(speech act) 등의 의미 층위

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몇몇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1) 여기에서 ‘몇

몇 언어 현상’이라 함은 두 부류로 귀결될 것인데, 하나는 해석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표현에 관한 것이다. 우선 본고는 어떤 언어적 표현(linguistic expression)을 해석하는 

데에 각 의미 층위가 어떻게 관여되는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각 의미 층위가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가를 설명한다. 

  우선 시간과 공간의 한정(qualification) 상이 되는 구상적인 사건과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추상적인 명제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의 문장을 보도록 

하자.

   (1) ㄱ.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을 무시했다. 

ㄴ.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무시했다. 

ㄷ.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이 분명하다.

(1)의 예문들은 ‘전화하다’라는 서술어를 공통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예문들 가운데 

(1ㄱ)의 중의성에 먼저 주목해 보자. 이 중의성은 ‘실제로 전화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를 만큼 뚜렷하다. 하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잠결에 새벽 3시에 김단우에게

서 전화가 온 것을 보았다.2) 잠이 쏟아지는 탓에 ‘나’는 그 로 그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 이를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전화한 것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물체, 1차 실체는 본고의 고찰 상이 아니다. 
2) 이제 전화기에 발신자의 번호가 표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발신

자 번호 표시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시 에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것을 보다’라는 표현 자
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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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단우의 전화 사건의 시위치도 세 시이고, 그 전화를 무시한 사건

의 시위치도 세 시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나는 평소에 김단우와 사이가 좋다. 그런데 하루는 

김단우가 술에 취해서 새벽 3시에 전화를 했고, 몇 분 통화 후 끊게 되었다. ‘나’는 아

침에 회사에 출근하여 ‘그 시간에 전화를 다 하다니 참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

었다. 하지만 나는 김단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단우가 새벽 3시에 전화한 것

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이를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전화한 

것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의 경우에는 단우가 전화한 

시간과 ‘나’가 그 사실을 무시한 사건의 시위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해석에서 

보듯이 (1ㄱ)의 ‘무시하다’라는 동사는 사건을 무시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고, 해당 사

실을 무시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의 경우 무

시의 내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무시를 하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동시적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1ㄴ)은 두 번째 해석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1ㄴ)의 ‘나’는 김단우의 전화를 받았

고, 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때 (1ㄱ)과 (1

ㄴ)의 차이는 (1ㄱ)의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이 (1ㄴ)의 ‘김단우가 새

벽 3시에 나에게 전화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한편 (1ㄷ)은 ‘김단

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이 화자에게 있어서 진위 판정의 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3) 곧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는 정보가 화자에게 있어

서는 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모문의 서술어 ‘분명하다’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의 깊게 볼 것은 (1ㄱ)에서 ‘무시하다’의 목적어가 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

게 전화한 것’과 (1ㄷ)에서 주어가 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의 차

이이다. 이 둘은 외현적으로는 완벽하게 같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곧 (1ㄱ)의 

그것은 사건 해석을 가질 경우 실제 세계에서 전화가 온 것으로 화자에게 동시간적으로 

무시되는 상이다. 한편 (1ㄷ)의 그것은 그 정보의 진위성에 있어 화자에게 판단의 

3) 늦은 밤이라서 화자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고, 다음날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이
와 같은 발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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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 결국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명사화 구문은 의미론

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 층위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현실(가능) 세계에서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축을 

가지게 된다.4)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사건은 구

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시간, 공간, 원인 외에도 ‘누가(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등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5)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축 위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때, 화자는 해당 사건에 사건 참여자로서 개입하지 않는 한, 사건 

그 자체에 결부된 항목들을 조작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화자는 어떤 사건이 ‘두 시에’ 

발생한 것을 ‘세 시에’ 발생하게 만들 수도 없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서’ 일어

나게 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은 인지 주체의 머릿속에서 시간과 공간과는 무관한 실체, 곧 명제로 층

위가 변환될 수 있다. 이때야 비로소 화자는 이를 재료 삼아 여러 가지 언어적인 연산

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일례로 화자는 해당 명제를 의심

해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해당 명제가 참이라는 전제 하에 그 명제에 해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또한 화자는 해당 명제를 발화할 때, 청자에게 이 명제를 가지고 자신

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해 알려야만 한다. 가령 청자에게 해당 명제를 통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당 명제가 참인지 묻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해당 명제의 내용에 

부합하게 청자가 행동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건을 기반으로 한 명제는 이

렇게 맥락에 따라 다른 쓰임을 갖는다. 이를 본고에서는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층위로 

구분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 로 논의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를 기 해 볼 수 

있다.  

   (2) ㄱ.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를 중심으로 현  한국어 선문말어미의 

배열 순서를 설명하고, 더불어 부사어의 어순, 작용역 등에 해 설명할 수 있다. 

ㄴ.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을 주요 개념으로 설정할 때 문장이 갖는 중의성을 적

4) 가능 세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축을 가진다. 이를 {w1, t1} 등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5) 결국 사건은 육하원칙과 결부되는 것들이다. 이에 해서는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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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ㄷ.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문장 등과 같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 연구 대상 및 기존 논의 검토

  여기에서 잠시 Ogden & Richard(1923: 11)의 의미 삼각형을 보이도록 하겠다. 

   (3) Ogden & Richard(1923)의 의미 삼각형

사건이 어떤 세계(현실 세계 혹은 가능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해 보자. 세계의 사건은 

(3)의 삼각형에서 지시체(referen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는 이를 개념화

(conceptualization)라는 인지 과정을 통해 생각(thought)이라는 형태로 머릿속에 포섭할 

수 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이 《논리철학논고》6)

6)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의 원래 제목은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이다. 
본고에서는 곽강제(2012)의 번역본을 따른다. 다만 곽강제(2012)는 그 제목을 《논리철학
론》으로 번역하고 있다(이에 한 옮긴이의 해명은 곽강제(2012: 22-23)에 있다). 하지만 
본고는 분석철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논리철학논고》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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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는 마음에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설명한 것에 비견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사건(referent)과 개념화된 사건(thought)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

다. 실제 세계에서 ‘2020년 10월 6일 오후 3시에, 집에서, 단우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어쩔 수 없이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 보자. 이를 목격한 연우가 머릿속에 해당 사건을 

개념화시킬 경우, 연우는 ‘단우가 감기약을 먹었다’만을 개념화시킬 수 있다. 반면 어머

니는 아들이 언제 감기약을 먹었는지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오후 3시에 감기약을 먹

었다’를 개념화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개념화(conceptualization)는 화자가 실재 또는 상상의 지시세계에서 지각한 

것들 중에서 일정한 수의 요소를 선택하여 언어적 기호로 바꾸고 기의를 선택하는 정신

적 기제(mechanism)이다(윤우열 1993: 262). 결국 사건에는 실제로는 육하원칙과 관련

한 여러 항목들이 결부되어 있지만 인지 주체는 이 가운데 현저하게 포착된 것들만을 

개념화시킨다. 가령 위의 연우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단우가 약을 

먹었다)’만을 개념화시킨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와 같은 사건 구성 요소는 개념화시키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사건과 개념화된 사건은 그 구성 요소가 동

일할 수도 있지만, 개는 개념화된 사건의 쪽이 그 구성 요소가 적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인지 주체에게 포섭되어 개념화된 결과물(thought)을 주된 연구 상으로 삼

는다. 이에 따라 본고의 의미론은 개념론(concepualism)에 치우쳐 있으며(Lyons 1977: 

§4.3 참조), 심리주의 의미론(장경희 1986 참조)을 옹호한다. 이러한 입장은 언어 표현

(기호)과 실재(지시체) 사이에 개념(생각)이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개념 세계에서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지 주체의 심리적 실체, 곧 개념을 연구의 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김 정(1997: 111-112)에 따르면 

현  존재론은 이 세계에 개체(individuals), 속성(properties), 명제(propositions), 사실

(facts), 사건(events), 사상(states of affairs) 등과 같은 존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관

계는 무엇인지, 또한 이 존재자로부터 어떻게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문제

들을 다룬다. 본고의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데, 말 그 로,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이 우리의 언어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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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세계의 사건이 인지 주체에게 포섭되어 개념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사건이다, 명제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실체이

므로 명제일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말이다. 개념화된 그것은 상황

에 따라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의 해석을 가진다. 가령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개념화된 

사건이 인지 주체의 머릿속에서 명제로 층위가 변환되어야만 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개

념화된 사건을 기반으로 한 명제가 될 수 있다. 이때 사건과 명제가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가 있기는 한 것인가 등에 한 문제가 본고에서 천착하는 바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발생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명제가 일어났다(발생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간 한국어의 연구에 있어 본고에서 상정하는 의미 층위가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니

다. 가령 사건의미론과 결부된 한국어 연구에서는 사건이, 한국어 양태(modality) 연구

에 있어서는 명제가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또한 화용론의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

지는 전제(presupposition)나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에 관한 논의에서는 사실, 

화행이 무엇인지가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각 역에서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한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 명제, 사실, 화

행이라는 의미 층위를 일련의 체계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층위를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 정리하고, 이와 같은 

의미 층위를 설정하는 것이 여러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함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본고의 연구 상은 의미 층위를 설정하여 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다루는 언어 현상은 한국어에서 어떤 언

어적 표현을 해석하는 데에 의미 층위가 어떻게 관여되는지와, 거꾸로 이 의미 층위들

이 한국어에서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본고는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의 이론을 원용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문법의 

언어관과 의미 층위에 한 이론적 기반을 그 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기능문법을 전개

한 학자들은8) 본고에서 천착하는 의미 층위들로 여러 언어 현상들을 설명한 바 있다. 

7) 장경희(1986)에서는 정보가 심리적 실체로서 존재함을 논증하고 있다. 
8) Kees Hengeveld, Simon C. Dik, Co Vet, Jan Nuyts, Talmy Givón 등이 바로 그들이다. 본

고는 무엇보다 이들의 연구를 한 데 모아놓은《Layers and Levels of Representation in 
Language Theory》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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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능문법에서는 존재론적 유형(entity type)을 속성(property), 1차 실체(1st-order 

entity), 사태(state of affairs), 가능 사실(possible fact), 화행(speech act)와 같이 넷으로 

분류한다. 이어 기능문법에서는 선문말어미를 문법적 운용자(operator)로, 부사어를 위

성(satellites)으로 설정한 후, 각 의미 층위에 해당 문법적 운용자와 위성이 결합하는 방

식으로 문장이 확 된다고 설명한다. 본고 역시 이러한 기능문법적 시각으로 문장을 바

라본다. 이에 기능문법의 이론은 본고의 곳곳에서 원용되므로 본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소개하지 않도록 한다. 기능문법의 언어관, 문장관에 하여는 2.1.2에서 문장이 무엇인

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이 용이한지를 다룰 때에 제시하겠다. 문장이 층

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을 토 로 한 기능문법자들의 문장 분석의 실례와 설명

은 3.2.1에서 문장의 층위 구조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기능문법의 설명을 잠시 물려두고 연구 의의에서 언급한 항목 별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에 주목한다. 선문말

어미의 결합 순서는 의미 층위의 배열 순서를 그 로 반 한다. 이는 기왕의 한국어 선

문말어미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원리를 다룬 많은 논의와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다만 선문말어미의 배열 순서를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좀 더 정연한 설명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사실 이러한 기

능핵(functional head)9)의 배열 순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Bybee(1985)가 다룬 바 있

다. 주지할 것은 선문말어미의 순서가 ‘상-시제-양태’라는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Bybee 1985: 35).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사건에서 화행으로 나아가는 

문장의 의미 층위 구성으로 설명할 것이다. 

  현  한국어에서의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는 이정훈(2008)을 참조할 수 있다. 이정

훈(2008: 156-202)에서는 하위범주화 자질(subcategorization feature)을 사용하여 생성

문법의 관점에서 선문말어미들 간에 통합 관계나 그 순서를 면 하게 기술했다. 하지만 

이정훈(2008)의 논의도 그 원리에 관하여는 결국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에 기 고 있기 

때문에, 실상 하위범주화를 통한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의 제시는 원리에 한 논증이

라기보다는 한국어 선문말어미의 결합 양상에 한 치 한 기술(description)에 가깝다. 

9)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이자 SOV 언어의 기능핵은 선문말어미가 될 것이다. 굴절어이자 SVO 
언어인 어에서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결국 ‘기능핵’은 보편문법적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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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말어미들의 결합 순서를 설명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계층적(hierarchical)이

라는 인식을 토 로 한다. 다만 그 계층이 통사적인 것인가 의미론적인가, 혹은 어떤 

쪽으로 설정을 해야 더 설명력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상이 될 것이

다. 이에 해서는 3.2.2에서 다시 살피도록 할 것이다. 

  본고에서 주의 깊게 살피는 두 번째 상은 부사어이다. 본고에서는 부사어가 의미 

층위를 작용역으로 삼고, 각각의 부사어가 특정 의미 층위에 결합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관점은 부사어와 결부된 몇몇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몇 가지 이점을 가진다. 여기

서 부사어와 결부된 문제라 함은, 문장부사어 설정, 부사어 결합 순서, 부사어에 기인한 

문장 해석의 중의성 등이 될 것이다. 부사어 결합 순서에 한 범언어적인 고찰은 

Cinque(1999)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통사론적 층위를 설정한 후, 부사어를 

특정 층위의 최  투사의 지정어(spec)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고의 관점과 비

슷해 보이나, 그 층위가 통사론적인 것인지 의미론적인 것인지가 다르다. 이에 한 자

세한 논의는 3.2.2로 미룬다. 

  한편, 문장부사어에 한 문법 기술은 다소 혼란스럽다. 김태인(2016: 65)의 말을 빌

려 정리하면, 우리는 그간 문자 그 로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를 문장부사어라고 하

고, 그 기능에 있어서는 주로 말하는 이의 태도와 관련된 것을 표현한다고 포괄적으로 

기술해 왔다(임홍빈·장소원 1995: 162, 남기심·고 근 2012: 180). Jackendoff(1972: 

56)에서도 문장 부사의 하위 부류로 화자지향부사(speaker-oriented adverb)를 설정하

고, 이를 문장을 통해 표현된 사건에 한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Relating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event expressed by the sentence”)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체계를 따른다면, 본고의 관점에서 수식하는 의미 층위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frankly’(솔직히), ‘unfortunately’(불행히)나 ‘evidently’(확실히) 등의 부사어들이 이 화

자지향부사의 역에 구분 없이 다 포함되게 된다. 

  또한 기존 기술에서는 문장부사어가 문장을 꾸미면서 ‘말하는 이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놀고 있어요’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운동장에서’라는 장소부사어의 지위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이 운동

장에서 놀고 있어요’라는, ‘운동장에서’가 문두에 있지 않은 문장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

에서 ‘운동장에서’를 문장부사어로 볼지 성분부사어로 볼지가 의문이다. 또한 이것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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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사어라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말하는 이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

기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장부사어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논의도 있

었다. 문장부사어의 설정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김선효 2005: 48)과 문장부사어

의 설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신서인 2011: 216)10)이 그것이다. 본고

에서는 이런 문제를 의미 층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부사어 해석의 중의성은 부분적으로 여러 학자를 통해 주목 받아왔다. 부사어

에 있어서, Travis(1988: 292)는 ‘quickly’라는 방식부사어가 통사적 위치에 따라 의미

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 다. 또한 Jakendoff(1972: 49)에서는 ‘cleverly’가 중의성을 갖

고 있음을, Pustejovsky(1991: 51)에서는 ‘rudely’가 중의성을 갖고 있음을 보인 바 있

다.11)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의성 역시 부사어가 작용하는(scope over) 의미 층위가 상

이하여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부사어에 관한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어학에서는 김경훈(1996)을 주목해야 한

다. 이 논의 역시 문장이 층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 하에 시작한다. 곧 문장의 

한 가운데에 핵심 서술(nuclear predication)이 있다. 이 핵심 서술 부분들이 옷을 입어

가면서 문장이 확장되는데, 가장 먼저 시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다음으로 

화자의 감정적인 태도와 인식적인 태도에 관한 옷을 입는다(김경훈 1996: 18-19). 김

경훈(1996: 19)에 따르면 이 옷은 한쪽으로는 문말의 어미, 보조동사 구성이고 다른 한

쪽으로는 문두의 부사어이다. 본고의 부사어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한국어학에서는 김경

훈(1996)의 논의에 정초하고 있다. 다만 김경훈(1996)에서는 계층구조와 관련된 부사어

10) 신서인(2011)에서는 문장부사는 존재하며, 문두에 있는 것이 무표적인데, 간혹 문장 내에 어
느 곳에 있더라도 문장부사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장부사가 문두가 무표적임에
도 불구하고 문두가 아닌 문장 내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해서는 문장부사가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성분이 주제화 되어 문장부사의 앞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11) 이들의 논의를 한국어를 통해서 설명해보면, ‘범인을 빨리 체포했다’라는 문장의 ‘빨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라는 해석과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잽싸게’라는 해
석이 가능하다. 또 ‘ 리하게 그 문제를 풀었다’라는 문장의 ‘ 리하게’는 ‘문제를 푸는 과정
이 리하 음’이라는 해석과 ‘그 문제를 (어떤 과정을 거쳐 풀었건) 일단 풀어놨다는 사실 
자체로 화자가 주어를 리하다고 평가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례하게’ 역시 동일한 해
석 과정을 거치는데, ‘무례하게 단우가 집을 나갔다’라는 문장에서의 ‘무례하게’는 ‘문을 쾅 
닫는 식으로 건방지게 집을 나감’이라는 해석과 ‘조용히 나갔어도 집을 나간 것 그 자체가 무
례함’이라는 해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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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두의’ 것으로 한정하여 방식부사어나 결과부사어 등을 본의 아니게 층위 구조의 

틀 안에서 설명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12) 

  세 번째로 본고는 사건, 명제, 사실, 명제 등의 의미 층위를 구분하여,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중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의 예문과 평행적이지만, 기자 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4) ㄱ. 김단우 선수의 기자 회견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ㄴ. 김단우 선수가 기자 회견을 한 것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단우 선수는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인데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해 보자. 음주 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상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김단우 선수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매우 뻔뻔하게 기자 회견을 하 다면13) (4ㄱ)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김단우 선수는 예상 로 기자 회견에서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고, 잘못했다고 중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한 주제에 기자 회견을 하겠다고 결심한 그 자체, 기자 회견을 강행한 그 자체

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일 수 있다. 

  (4ㄴ)은 ‘기자 회견’이라는 서술 명사를 명사화 구문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때에는 기

자 회견의 과정이 어떠했는가(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기자 회견의 내용은 어떠했는가)를 

나타내는 해석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곧 김단우 선수가 기자 회견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본고는 (4)의 문장들에서 나

타나는 중의성을 의미 층위를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기능문법자들 외에도 본고가 설정하는 의미 층위에 주목한 논의가 있다. 

Zucchi(1993), Peterson(1997)14) 등의 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들은  

12) 한편 이러한 문장의 층위 구조를 기반으로 부사어를 설명하려는 논의로는 박소 (1999, 
2003)도 있다. 이 논의는 여러모로 노마 히데키(1996)의 향을 많이 받았다. 이 논의들 역
시 한국어 문장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기능문법의 문장관에 충실하기로 하고 이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13) 기자 회견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진행 방식(manner)’이라는 용어는 사건과 
결부된 요소이다. 후술될 것이다. 

14) Peterson(1997)에서는 자신의 이론을 ‘FPE theory’라고 부르는데(Peterson 1997: 2), 곧 
‘fact, proposition, event’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 11 -

Vendler(1967)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15) 이 논의들은 의미 층위의 설정이 언어학적으

로 유의미함을 입증하 다.16) 일례로 Vendler(1967: 137)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ㄱ. John’s singing is possible. 

ㄴ. John’s singing is slow.

동일한 ‘John’s singing’이라고 하더라도 (5ㄱ)의 ‘John’s singing’은 화자에게 개연성 판

단의 상이 된다. 이를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5ㄱ)은 존이 노래를 부른 사

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5ㄴ)의 ‘John’s singing’은 현실 세계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나

타내는 기술의 상이 된다. 이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문장’ 등과 같은 개념에 한 정리를 시

도하 다. 주지하다시피 Lyons(1977)의 논의의 시작은 ‘의미의 의미(the meaning of 

‘meaning’)’이다. 그만큼 의미뿐만 아니라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문장’ 등과 같은 기

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용어들은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까다롭다. 개념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면,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를 사건으

로 볼 것인가, 문장에서 어디까지를 명제라고 해야 하는가, 명제는 시제를 포함하는가, 

어떤 사건을 언어로 기술했다면 그것은 명제인가 사건인가, 사건과 사실은 모두 전제를 

유발하는데 이 둘은 도 체 무엇이 다른가 등의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상의 개

념들을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5) 보통 Vendler(1967)는 4장인 <Verbs and Times>가 유명하다. 바로 이 논의에서 동사 어휘
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상적 자질을 다룬다. 상(aspect) 논의에서는 빠지지 않는 논의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5장 <Facts and Events>이다. 거칠기는 하지만 본고에서 주
목하는 사건과, 그 사건이 명제로 된 실체에 해 선구적으로 다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6) 특히 세 논의에서는 모두 (4ㄷ)과 같이 명사화 구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
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도 명사화 구문은 주요한 관찰 상
이 된다. 이에 하여는 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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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용어의 정리

  본고의 주축이 되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문장 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은 2장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에 앞서 본 절에서는 본고에서 사용될 그 밖의 몇몇 용어

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 상이 되는 항목은 ‘선문말어미, 부사어, 명사어, 명사화 구

문, 의미 층위, 사건과 사태, 보절, 정보, 한정’ 등이다. 

ㄱ. 선문말어미

  본고에서는 주로 통용되는 ‘선어말어미’라는 용어 신 ‘선문말어미’라는 용어를 선택

한다. 학계에 선문말어미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서정목(1987)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목의 말을 그 로 옮겨 적으면 “어말은 단어의 끝, 선어말은 어말의 앞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형태소들은 단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의미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말은 문말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선어말은 선문말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1998: 19). 

  가령 ‘철수가 밥을 먹었다’17)라는 문장을 통해서 보면, 이를 ‘[철수가 밥을 [먹-었-

다]]’로 분석할 것인지 ‘[[[철수가 밥을 먹-]-었-]-다]’로 분석할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박진호(1994: 5-7, 29-32)에서는 ‘었’이 ‘먹었다’라는 단위에 그 향력이 국

한되는 것이 아닌 전체 문장에 향을 미친다는 인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이러

한 인식을 반 한 결과인지 ‘선어말어미’가 아닌 ‘선문말어미’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

용한다. 본고에서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가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때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은 통사적으로 문장을 최소한의 단위로 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각 의미 층위에 결합하는 선문말어미는 그 향력이 동사 어간을 포함

한 한 어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문장 차원에 미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어’ 차원의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어감을 가진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보다는 ‘문장’ 

차원의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어감을 가진 ‘선문말어미’라는 용어를 선택한다.18) 

17) 이 예문은 박진호(1994: 29)의 것이다.
18) 물론 이 용어는 김정 (2003: 91)의 지적처럼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文末語尾’라는 

뜻이 ‘문장 끝에 오는 단어의 꼬리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ending’이라는 
용어는 한국어학계에서 ‘어미’로 굳어져있다. 그러므로 그 향력이 ‘단어’가 아닌 ‘문’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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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부사어 

  본고에서는 ‘부사’가 아닌 ‘부사어’라는 용어로 부사류 지칭을 통일시키려고 한다. 명

사는 품사를 논할 때에는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고, 문장 성분을 논할 때에는 문

장 내에서 취하는 기능에 따라 주어, 목적어, 보어 따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품사로서

의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문장성분으로

서의 부사어의 정의와 다를 바가 없다(김태인 2016: 58-59). 곧 명사는 자립적으로 그 

정체성이 확인되고 문장 성분으로 되어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따질 때에야 비로소 주

어, 목적어, 보어 따위가 되는 반면 부사는 태생적으로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정체성이 확인된다(김태인 2016). 이러한 인식은 이향천(2008: 169-170, 177)에서

도 볼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부사는 관계적 범주이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명사 

따위와 동등한 층위에 놓을 수 없다고 하며 부사라는 용어를 아예 수식어로 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19) 

  본고에서는 부사어가 사건, 명제, 사실, 화행 층위에 결합한다고 본다.20) 여기에서 결

합이라는 말은 부사어가 문장 내에 놓여 각 의미 층위 중에 하나를 수식한다는 의미이

다. 그러므로 관계적 차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부사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온

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부사어는 그 외연이 부사보다 더 넓다. 가령 ‘세 

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다’의 ‘세 시간 만에’는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어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솔직히 말해서, 넌 잘생겼어’에서의 ‘솔직히 말해서’는 부사절로 처리함이 온당하

나, 기술의 편의를 위해 부사어의 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ㄷ. 명사화 구문(nominalization construction)과 명사어(nominals)

  명사화(nominalization)는 명사적 표현(nominal expressions)을 도출하는 과정(Yap ＆ 

다는 의미로 본고에서는 ‘문말어미’를 그 로 사용한다.
19) 이러한 인식은 김경훈(1996: 8-10)에서도 동일하다.
20) 이를 통사적으로는 부가적으로 결합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의미론적으로는 결코 그

렇지 않다. 통사적으로 그 지위가 부가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장에 어떤 부사어가 나타난
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해당 부사어가 정보적으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단
우는 3시에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별 다른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다른 때도 아니
고 바로 ‘3시에’라는 해석이 우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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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ow-Hårsta 2011: 3)이나, ‘무언가를 명사’로 바꾸는 것(Comrie ＆ Thomson 

2007: 334)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무언가’21)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명사를 제외한 

동사나 형용사 등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어의 ‘create’라는 동사가 

‘creation’이나 ‘creator’와 같이 명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해당 동사의 행위 자

체를 명사로 표현하거나,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주(agent)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이 ‘무언가’에는 문장도 해당이 된다. 비근한 예로, ‘단우가 기자회견을 했다’라

는 문장은 ‘나는 단우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에서처럼 명사화되어 내포

될 수 있다. 이때 ‘단우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동사 ‘알다’의 목적어가 되어 명사와 

같은 쓰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명사와 같이 된, 곧 명사화된 문

장을 ‘명사화 구문’이라고 할 것이다. 

  명사절이나 명사화절, 체언화 구문(홍종선 1986)이라는 용어도 고려의 상이 될 수 

있다. 우선 명사절은 본디 명사가 아닌데 명사처럼 되었다고 하는 의미의 ‘명사화’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 한편, Post(2011: 265-274)는 ‘명사화 절

(nominalized clauses)’과 ‘절 명사화(clausal nominalization)’를 구분하여 전자를 사건이 

명사화한 것이나 보절, 관계절과 관련된 것으로, 후자를 그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명사

보다는 절에 가까운 성질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명사화 절’이 명

사화 논의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용어라고 한다면, 보통 명사화의 논의에서 사용되는 

명사화 구문(nominalization construction)을 문장이 명사화된 후의 결과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Post(2011: 264)에서도 위의 ‘명사화 절’과 

‘절 명사화’를 통틀어 ‘명사화 기반 구문(Nominalization-based construc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체언화 구문은 ‘체언’이 문제가 된다. 체언에는 학교 문법적으로 

명사, 수사, 명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명사화의 결과물이 명사와 수사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체언화라는 말은 다소 잉여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Goldberg(1995: 1)에 따르면 구문은 문장 내의 단어와는 독립적으로 고유의 의

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본고에서는 원래 관형사절이 명사를 수식하

는 구조 지만 하나의 구문이 되어 별개의 의미를 가지게 된 명사화 구문을 다룰 것이

다. 곧 ‘단우가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문장을 통해 예를 들어보면 ‘단우가 기자회견을 

21) Comrie ＆ Thomson(2007)에서는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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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나 ‘단우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으)ㅁ’이나 ‘-기’와 같은 명사화소를 통한 명사화 구문은 차치하고 ‘관형사절 + 것’ 

구문에 집중할 것인데 이런 점에서 이를 ‘명사화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리라

고 생각한다.22) 

  한편 본고에서 말하는 명사어23)는 최종적으로 그 통사·의미적 성질이 명사와 같은 것

을 의미한다. 여기서 통사적 성질이 명사와 같다는 것은 분포적 측면에서 명사성을 보

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격조사의 결합을 허용하며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앞서 살핀 명사화 구문은 격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견 명사의 성

격이 뚜렷하나 관형어의 수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명사의 성격이 매우 약하

다(문숙  2017: §2.2 참조).24) 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명사화 구문이 충분히 명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의미적 성질 때문이기

도 하다. 의미적 성질이 명사와 같다는 것은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지시적 기

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단우가 집에 돌아온 것을 보았다’라는 문장에

서 ‘단우가 집에 돌아온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정확하게 지시한다는 점에서 명사

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여 다루는 명사어는 세 부류에 국한된다. 용적 용법의 명사

(anaphoric pronoun), 술어 명사, 명사화 구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부류는 우선 그 

분포에 있어 명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의미론적으로 이 명사어들은 실체를 

지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때 

조금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단칭어(singular term)와 총칭어(generic term)의 구분

이다. 이들 구분은 ‘특정성과 총칭성’, ‘ 물(de re) 진술, 언(de dicto) 진술25)’, ‘토큰

22) 문숙 (2017)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  한국어에서 ‘-은/을 것’을 빼놓고 명사화 구문
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23) Lyons(1977)를 번역한 강범모(2011) 역시 Lyons(1977)의 nominal을 ‘명사어’로 번역한다. 
품사를 따질 때 부사(adverb), 명사(noun)라고 한다면 평행하게 문장 성분, 곧 기능을 따질 
때에는 부사어(adverbials), 명사어(nominals)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명사류’라는 후
보도 있지만 ‘noun class’, 곧 명사 부류와 중의성을 유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
다. 

24) 통사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명사성을 판단하는 논의는 이선웅(2014)을 참조하라. 이 논의에
서의 명사성 판단 규준은 이선웅(2014: 47)을, 이에 따른 실제 예의 명사성 정도 판단은 이
선웅(2014: 59)을 보라. 이선웅(2014)의 논의에 반하여, 때에 따라서는 명사성 판단에 있어 
의미적 특징, 곧 지시적 속성도 고려해야한다는 논의는 이 제(201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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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26)과 유형(type)’ 개념 구분과 연관이 있다. 본고에서는 ‘토큰과 유형’ 개념을 중

심으로 단칭어와 총칭어를 구분할 것인데, 이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2.2.2에서 하도록 

하겠다. 

  단칭어(singular term)만 잠시 정리하자면, 이 개념은 프레게(Friedrich Ludwig 

Gottlob Frege, 1848∼1925)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프레게의 철학에서 단

칭어는 단 하나의 상을 지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27) 쉽게 말해 ‘소크라테스’는 

실제 세계의 소크라테스를 지시하는 단칭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Davidson(1967/2001)은 이 단칭어를 더욱 세 하게 다루고 있다. 그에게는 동

사로부터 명사화되어 파생된 행위 명사나 문장 자체가 명사화된 명사화 구문도 단칭어

이다. 가령 ‘ 국이 인도를 침략하다’라는 문장에서 파생된 ‘ 국의 인도 침략’이나 ‘

국이 인도를 침략함’이라는 표현은 모두 단칭어가 되는 것이다. 단칭어가 존재론적으로

(ontologically)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고 할 때, 

Davidson(1967/2001)은 자연스럽게 ‘ 국의 인도 침략’이나 ‘ 국이 인도를 침략함’이

라는 단칭어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단칭어에 관

한 문제는 문장이 사건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한 문제에서도 주요한 갈림길을 제공한

다.28) 

  Davidson이 단칭어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명사어에 주목하여 이들이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Davidson이 단칭어만을 고수한 것은 

그에게는 사건이 특수자(particular)29) 기 때문이다. 곧 Davidson에게 유형으로서의 사

25) 물(de re), 언(de dicto)에 관하여는 더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민찬홍
(2013)의 논의는 매우 흥미롭다. ‘ 물’, ‘ 언’이라는 용어도 민찬홍(2013)을 따랐음을 밝힌
다. 

26) type은 ‘유형’이라는 좋은 술어가 있지만 token은 마땅한 술어가 없다. 이에 토큰으로 그
로 제시한다.

27) 프레게의 ‘단칭어와 술어, 논항과 함수’ 등의 용어에 해서는 선우환(2005,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단칭어와 관련한 중요한 논의에는 Vendler(1967)의 2장도 포함된다. 

28) 이에 따라 Chisholm(1970, 1971)이나 Kim(1969)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이
다. 이에 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29) 논자에 따라서는 particulars를 ‘개별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배식한(2012)의 
역본을 참고하 다. 이 책에서는 particulars를 ‘특수자’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
는 individuals가 때때로 ‘개체’ 혹은 ‘개별자’로 번역되고는 하는데, 이와 확실히 구별해 준다
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술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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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사건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Davidson의 논의에 의해서는 총칭어가 사건을 지

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 논의는 본문으로 돌리도록 하겠다. 이제 

본고에서 명사어는 세계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명사처럼 기능하는 표현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동사가 명사화되어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 명사가 된 것도, 어떤 

문장이 명사화되어 명사화 구문이 된 것도 세계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

이 된다. 

ㄹ. 의미 층위(범주)

  본고에서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따위를 ‘층위(layers)’라고 칭한다. 이 ‘층위’라는 

용어는 통사론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통용이 된다. 먼저 ‘의미 층위’는 존재론적 차

원에서의 층위를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언어 형식에 있어서의 존재론적 차원을 논의한 

Lyons(1977: 438-452)에서는 실체(entity, 존재하는 것들)를 1차(first-order), 2차

(second-order), 3차(third-order)로 분류한다. Lyons는 이를 존재론적 지위(status)라고

도 하지만 그 해설에 있어서는 ‘차원(order)’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이러한 존재론적 차원을 기능문법의 관점으로 논의한 Nuyts et al.(1990)의 책 제목은 

《Layers and Levels of Representation in Language Theory》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실체들의 존재론적 차원을 층위(layer)라는 용어로 다루고 있다. 

  한편 이 층위들은 문장을 구성해 나간다. 이를 의미·통사론적 층위

(semantico-syntactic layers)라고도 할 수 있다. 의미·통사론적이라 함은, 의미부와 통사

부의 준동형성(homomorphism)으로 말미암는다. 의미 층위(semantic layers)는 통사론

적 층위(syntactic layers)로 투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층위는 가로와 세로의 차

원에서 자리매김이 된다. 세로 차원은 존재론적 층위를 의미한다. 저차원의 층위일수록 

구상적이고, 고차원의 층위일수록 추상적인 실체가 된다. 가로 차원은 문장을 구성해나

가는 통사론적 층위를 의미한다. 문장의 핵심에 있을수록 구상적이고 문장의 바깥으로 

나아갈수록 추상적이 된다. 이에 하여는 본문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 층위라는 용어는 범주(category)라는 용어로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될 것이다. 범주

는 그리스어로 ‘katêgoria(κατηγορια)’로 ‘나는 단언한다’를 의미하는 동사 ‘katêgoreô(κ

ατηγορεω)에서 왔다.30) 무엇인가에 해 단언하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



- 18 -

가를 판단했다는 인식 작용을 토 로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범주라는 말은 곧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그것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인식 작용과 접

한 관계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범주는 철학적으로 궁극적인 최상위의 유(類)를 

의미한다(이정우 2007: 304 참조). 각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열거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될 것인데, 이 때문에 범주에 한 논의는 존재론의 

논의와 결부된다.31) 사건, 명제, 사실 등에 해 논의한 Peterson(1997) 역시 각 실체를 

‘범주’라고 부르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ㅁ. 사건과 사태

  청년 시절의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32)

   (7) 2.1 우리는 마음에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 

2.1512 그림은 사물에 잣 를 어 재듯이 실재에 어진다.

4.001 명제들 전체가 언어다

4.023 명제는 실재를 ‘예’ 또는 ‘아니오’라고 양자택일로 답하도록 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제가 실재를 완벽하게 기술해야 한다. 명제는 사태에 관

한 기술이다. 

인간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다. 이 일어나는/일어난 일을 비트겐슈타인은 사태라

고 부른다. 현실의 사태가 인식 주체의 머릿속에 각인되면 이를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그림과 같아서 현실의 사태를 그 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

식 주체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의 그림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명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제의 총집합은 언어 전체가 되고, 사태의 총집합은 세계가 된다. 

30) ‘범주’라는 용어의 어원과 그 쓰임에 관한 풀이는 이정우(2009)를 참조하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범주(範疇)’라는 말은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왔는데 이에 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

31) Davidson의 사건에 한 논의도 ‘사건’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에 해서는 후
술한다.

32) 보통 언어철학계에서는 《논리철학논고》을 인용할 때 쪽수가 아닌 비트겐슈타인이 붙여놓
은 번호로 인용을 한다. 본고도 이에 따른다. 가령 “2.1512 그림은 사물에 잣 를 어 재듯
이 실재에 어진다”에서 ‘2.1512’는 비트겐슈타인이 붙여놓은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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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철학논고》의 문 번역판에서는 사태를 ‘states of affairs’라고 하는데,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독일어 sachverhalt의 역어이다.33) sachverhalt는 사정, 사태, 실

태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sachverhalt은 인식 주체가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의 객관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건은 비트겐슈타인의 사태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이 역

동적인 사건이 되었건 정적인 사태가 되었건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이라 

칭한다.34) 이 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상태도 사건으로 볼 것인가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의 사건은 상태를 포함한다. 

  학자에 따라 사건(event), 사태(states of affairs), 상황(situation) 등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35) Lyons(1977: 443)에서는 2차 실체에 ‘사건(event), 

과정(processes), 사태(states-of-affairs)’가 해당된다고 언급한다. 주의할 것은 

Lyons(1977)의 사태는 상태(state)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1977: 483). Lyons(1977)의 

분류는 상황(situation)에서 시작한다. 이 상황은 동적인 상황과 정적인 상황으로 분류

되고, 전자는 다시 사건, 과정, 행동으로 나뉘고, 후자는 사태 혹은 상태가 된다(Lyons 

1977: 483). 기능문법자들의 논의에서는 Lyons(1977)의 2차 실체에 해당하는 것(Lyons

의 용어로는 상황이 될 것이다)을 사태라고 칭한다. 이선웅(2012: 405-406)에서는 사

태(事態)라는 어휘 자체에 사건(事件)과 상태(狀態)가 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성이 

더 좋다는 이유로 사건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태가 더 나은 용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이선웅(2012)에서는 Pustejovsky(1995)의 ‘event structure’도 통상 사용되는 사

건구조가 아닌 사태구조라는 술어로 번역하고 있다. 

  상태를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에 해 본고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는다. 곽은주(1999: 

469-472)에서는 상태 동사 역시 행위 동사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몇 가지 논거를 들며 

33) 문자적으로 풀자면 sache는 ‘thing/것, 일’ 정도에 해당하고 verhalten은 ‘behaviour/행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의 생김새/모양새’ 정도의 문자적 해석을 가질 것 같다. 

34) 다만 본고의 사건은 ‘총칭 사건’이나 ‘비현실 사건’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사태를 현실에서 일어나는/일어난 사건으로 본 것과는 조금 다르다. 본고의 사건이 그 외연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총칭 사건이나 비현실 사건에 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논리철학논고》를 통해 그는 ‘신은 존재한다’라든지 ‘백마는 희다’와 같은 무
의미하거나 의미를 결여한 명제에 한 제거를 모색한 것일 뿐이다.  

35) 사건의미론의 흐름에 하여는 곽은주(1999)와 남승호(2004: 78-7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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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역시 사건으로 볼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서 사건을 사용하는 일군의 학자가 있는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사건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것은 동적 사건이 되었건, 정적 상태가 되었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다는 공

통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Asher(1993: 58)는 사건의 주요한 존재론적 특징으로 시간

과 공간을 점유한다는 점(spatio-temporal)과 세계에서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causal efficacy)을 꼽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본다면 상태가 사건

에서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상태 역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점유가 되었건 항구적인 점유가 되었건)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엽적이지만, 이로써 사건의미론을 굳이 사태의미론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통용시켜야하는 부담도 덜게 될 것이고, 본고에서 이론적으로 상당 부분 

기 고 있는 Davidson(1967/2001)의 ‘사건’이라는 용어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건류(eventualities)라는 용어는 Emmon Bach(1986a)에서 비롯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건류는 사태와 비사태로 나뉘고 사태는 다시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

로, 비사태는 과정과 사건으로 나뉜다. Vendler(1967)의 네 가지 동사 유형이 더 세분

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간단히 말하면, 사건류는, 상에 관한 논의나 사건 논의에서 사용

되는 사건(events)과 상태(states)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혹자에 따라서는 eventualities의 

역어로 ‘사건성’이나 ‘사태’를 선택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

고에서의 사건은 사건류(eventualities)와 질적으로 다르다. 사건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태이지 사건 그 자체는 아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건류를 명제로 보기도 한다. 이 

역시 본고에서 추구하는 내적 정합성과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 이에 해서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ㅂ. 보문과 보절

  부분의 학자는 ‘보문’이라는 술어를 쓴다(안명철 1992, 1999, 엄정호 1999, 2005, 

이홍식 1999). 하지만 본고에서는 보절이라는 용어를 고수한다.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

절처럼 보절도 자립하여 사용되지 않고 내포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는 판단이다. 안명철(1999)에서는 기능적 접근 방식과 범주적 접근 방식을 나누어 전자

의 보절을 어휘핵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내포절로, 후자의 보절을 보절자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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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말어미가 요구하는 통사 단위로 보았다. 전자의 이해는 Dixon(2010: 370)과 맞닿아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보절을 다른 절의 논항 자리를 채우는 절로 파악한다. 한편 후자

의 보절 이해는 생성문법과 맞닿아 있는데, 가령 ‘단우가 집에 감’이라는 표현에서 ‘단

우가 집에 가-’는 보절자 ‘-ㅁ’이 요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Dixon(2010)의 보절 이해

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Dixon(2010)의 논의에서는 보절을 ‘모문 서술어의 논항이 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

고 굳이 ‘다른 절(another clause)의 논항이 되는 것’이라고 하 다. 가령 ‘연우는 [[단우

가 집에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단우가 집에 가

는 것’은 ‘아쉬워하다’의 논항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이것이 모문인 것은 아니다. 한편, 

‘그때 [단우가 집에 가 버린]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단우가 집에 가 버

린’이라는 관형사절은 그동안 한국어학계에서 전형적인 보절로 파악된 것인데, 여기에서 

보절을 논항으로 요구하는 함수자는 ‘이야기’이지 ‘알다’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사절의 핵이 되는 보절 명사가 내용역을 가진 보충어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바로 

‘단우가 집에 가 버린’이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본관 외(2015: 266)

에서도 보절을 ‘핵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으로서의 절’로 파악한다. 핵어가 서술어인 

경우에 절은 동사구 보절이 될 것이고, 핵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절은 명사구 보절이 될 

것이다(강범모1983: 11). 하지만 핵어를 (명사를 제외하고) 서술어만으로 국한하는 

Noonan(1985/2007: 52-53)의 논의도 있다. 이 논의에서는 명사가 핵어가 되는 관계

절이나 부사절의 형태를 갖게 되는 목적 절, 방식 절, 위치나 시간을 나타내는 절 따위

를 내포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절에서 제외시킨다.

  보절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과 동등한 층위에 있는 것처럼 많이 오해가 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강범모(1983)에서는 모든 내포절을 보절로 파악한다. 곧 내포

절에 해당하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의 상위 개념으로 보절이 있는 것이다. 가령 

‘단우는 연우가 집에 가기를 원한다’에서 ‘연우가 집에 가기’는 명사절임과 동시에 ‘원하

다’의 논항 자리에 쓰 으므로 보절이 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다. ‘단우는 연

우가 집에 갔다는 것을 알았다’에서 ‘알다’의 논항이 되는 ‘연우가 집에 갔다는 것’은 명

사절로서의 보절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알다’라는 동사가 보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연우가 집에 갔다는 것’은 동사구 보절의 지위를 가진다. 한편 ‘것’ 역시 ‘연우가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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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는’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것’이라는 핵은 ‘연우가 집에 갔다는’이라는 보충어

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경우 ‘연우가 집에 갔다는’이라는 관형사절 역시 보절이다. 

이 경우에는 ‘것’이라는 명사가 보절을 요구하므로 이 관형사절은 명사구 보절의 지위

를 가진다. 곧 ‘명사구 보절’은 명사구처럼 쓰이는 보절이 아니라 명사구가 요구하는 보

절이고, 이는 관형사절이다(문숙  2017: 43). 

  정리하여 보면, 한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서 ‘보절’은 세 가지 층위에서 제각각 사용되

어 왔다. 하나는 생성문법에서의 보절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우가 집에 감’에서 

‘단우가 집에 가-’를 보절자 ‘-ㅁ’이 요구하는 보절로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본

관 외(2015: 266)에서 ‘동격절’로 부르는 보절이다. 기존 문법 기술에서는 이를 주로 

‘보문’으로 파악하 다. 가령 ‘단우가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에서 ‘단우가 집에 돌아온다

는’이 해당될 것이다. 세 번째는 본고에서처럼 어떤 핵어의 필수적인 논항의 역할을 감

당하는 절이기만 하면 보절의 지위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의 보절 파악은 자

연스럽게 두 번째의 동격절을 포함한다. 한편 모든 명사절이 보절이라는 문법 기술은 

한국어에 해당될 것이다. 명사화된 절이 그 로 완전하고 독립적인 발화(complete and 

independent utterances)로 사용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Yap ＆ 

Grunow-Hårsta(2011: 7-9)에서는 이를 비내포 명사화 구문(non-embedded 

nomin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사화 구문을 가진 언어에는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한국어의 ‘지금 집에 가는 거?’ 정도가 해당될 수 있겠다.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우가 집에 간다는 것’과 ‘단우가 집에 가는 것’을 어

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구본관 외(2015: 266)에서는 전자를 ‘긴 동격절’로 후자를 ‘짧

은 동격절’로 파악하 다. 이는 남기심(1973)에서 전자는 ‘완형보문’으로 후자는 ‘불구보

문’으로 일컬어졌던 것이다. 한편 문숙 (2017)에서는 전자를 ‘명사절’로 후자를 ‘명사 

보절’로 파악한다. 이처럼 ‘-다는 것’ 류에는 여러 문법 호칭이 붙을 수 있다. 곧 ‘완형 

보문/완형 보절/긴 동격절’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완형 보절’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다. 한편 이에 짝하는 ‘불구 보문’이라고 불려왔던 것에 하여는 ‘비완형 보절’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기존의 ‘불구’라는 용어는 본의 아니게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느낌

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완형과 비완형은 정형성(finiteness)으로 

구분된다. 완형 보절일 경우에는 문장처럼 시제나 추측 표현, 심지어 종결 어미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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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완형 보절일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이 결여된다. 이런 

점에서 완형에 비해 ‘무언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비완형’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것

이다. 다른 후보로는 ‘정형 보절(finite complement clause)’과 ‘비정형 보절(non-finite 

complement clause)’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완형 보절’이 학계에 통용되고 있으

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어질 논의에서는 용어의 사용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단우가 집에 가는 것

을 알고 있다’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해 보자. ‘알고 있다’라는 서술어는 ‘단우가 집에 

가는 것’이라는 목적어를 취한다. 그러므로 ‘단우가 집에 가는 것’은 서술어 ‘알고 있다’

에 해 보절이 된다. 한편 ‘단우가 집에 가는’이라는 관형사절은 형식명사 ‘것’에 하

여 보절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단우가 집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도 문법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단우가 집에 가는 것’도 보절이고(서술어에 하여), ‘단우가 집

에 가는’도 보절이라는 데에 있다(‘것’에 하여). 혼란을 막는 길은 ‘단우가 집에 가는 

것’을 ‘비완형 보절 + 것’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길지만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으

로 부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우가 집에 간다는 것’은 ‘완형 보절 + 것’의 구성으로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으로 부를 수 있겠다.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건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건 결국에는 어떤 서술어에 하여 또 다시 보절이 될 것이다. 

ㅅ. 정보

  본고에서 ‘정보’라는 용어는 여러 쓰임을 가진다. 첫 번째, 본고의 정보는 사건을 구

성하는 요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른바 육하원칙(5W1H)이

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가진다. 표준한국어 사전에서는 ‘육하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며 순서를 제시한다.36)

   (8) 육하원칙: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

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의 여섯 가지를 이른다. 

36) 육하원칙에 한 논문을 검색해보면 주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육하원칙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할 것인가에 해 연구한 논문들이 발견된다. 곧 정보적 측면에서 육하원칙은 그만큼 중
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 이현주 외(2001), 윤재민(2003), 이석
훈 외(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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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이 사건이 인식 주체에게 포섭되어 머릿속에 들어가 언어로 부호화되는 과정을 개

념화(conceptu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개념화되지 않았

을 경우, 예를 들어 시간에 관한 요소가 개념화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시간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어떤 사건에 해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사건에 관련한 

정보가 흘러간다. 이때 화자 나름 로 개념화한 사건 정보가 청자에게는 부족할 수 있

다. 이때 청자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시간 정보, 공간 정보, 

행위자 정보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쓰임과 관련이 되는데, 곧 정보는 화자와 청자를 

고려해야 하는 실체이다. 일례로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분야에서는 문장의 

특정 정보에 한 청자의 ‘기지/미지(旣知/未知)에 따른 화자의 발화 전략 등을 다룬다. 

곧 정보는 ‘흐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사건에 한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37)

  세 번째는 정보의 다소 이질적인 쓰임으로, 정보는 문맥에 따라서 ‘명제’를 갈음하는 

말로도 쓰인다. 장경희(1986: 235)에서는 한 발화의 내용을 ‘명제적 정보’ 줄여서 ‘정

보’라고 하는데, 이를 심리적 실체로 파악한다. 명제와 정보는 여러모로 상통된다고 생

각된다. 그 성격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과, 어디까지나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본고에서도 정보는 때때로 명제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곧 어떤 발화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은 명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정보라고 표현되기도 

할 것이다. 문맥에 따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ㅇ. 한정(qualification)

  박재연(2006: 53)에서는 “명제에 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

주”로 양태를 정의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한정이라는 용어가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정

37) 이와 관련해서 본고에서는 Chierchia(1989)의 ‘원자 정보 단위(atomic information unit)’라
는 용어를 비판하고 남승호(2007)의 완성된 정보 단위(complete information unit)를 옹호한
다. 이에 해서는 본문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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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의미이다. 한정은 한정성(definiteness), 정형성(finiteness)과 결부되어 헷갈리

기 쉬운 용어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정은 qualification의 번역어이다. 평행하게 ‘한

정한다’라는 말은 ‘qualify’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될 것이다. qualification은 ‘자격’, ‘자

질’이라는 의미 외에도 ‘한정’, ‘수정’, ‘제한’, ‘손질’이라는 뜻도 있다. 곧 어떤 상을 

상 로 가해지는 손질이라고 할 것이다. 

  각 의미 층위에 한정이 가해진다. 이 한정은 사건 차원의 것과 담화 차원의 것으로 

양분된다. 곧 사건 차원의 것은 시간이나 공간, 방식에 한 것이고, 담화 차원의 것은 

추측이나 확신, 평가, 발화 태도 등에 한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 시에 밥을 

먹었다’에서 ‘세 시에’는 ‘밥을 먹었다’에 가해지는 사건 차원의 한정이 될 것이다. ‘아

마 세 시에 밥을 먹었겠다’에서 ‘아마’는 담화 차원의 한정이 될 것이다. 

  기능 문법에서도 한정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곧 의미 층위에 달라

붙는 문법적 운용자와 부사어에 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38) 본고에서의 한정은 어떤 

의미 층위에 가해지는 수식, 정보의 첨가, 명세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1.4. 연구 방법과 논의의 구성

  모든 언어학의 논의가 그러할 테지만, 본고의 논의에는 해석론적(semasiology)39) 관

점과 표현론적(onomasiology)40)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어떤 문장이 중의적으로 

읽힌다고 하자. 그렇다면 분명 해당 문장을 분석하는 가운데 사건과 명제의 차이나 사

건과 사실의 차이, 명제와 사실의 차이 등이 밝혀질 터이다. 곧 분석하며 해석하는 가

운데 의미 층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석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면, 본고에서도 소개할 예정이지만, Peterson(1997)의 논의에서는 사건, 명제, 사실, 화

행 등이 어떤 언어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지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소개

38) Nuyts et al.(1990)의 색인에서 qualification 항목을 찾아본다면 《Layers and Levels of 
Representation in Language Theory》에서 ‘한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Nuyts et al.(1990: 263-293)를 보라.

39)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의미하다(’sêｍainei, Σημαίνει)’에서 왔다. 어떤 표현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곧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40)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이름(onoma, όνομα)’에서 왔다.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것에 어떤 이
름을 붙여야 하는가, 곧 어떤 표현을 써서 나타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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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하면 사건은 주로 비완형 보절을 통해 드러나고, 명제, 사실은 

완형 보절로 드러난다. 이런 식의 논의는 표현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론에 경도되기보다는 언어 현상을 충실하게 기술하는 기술의미론을 지향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에 의미 층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론 중립적인 연구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술의미

론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하되41)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경우 우선 기능문법의 것을 

원용하기로 한다. 문장의 예들은 국립한국어원의 말뭉치와 직관에 의지하여 만들어낸 

문장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제 이어지는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짜임새를 가진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여 사건, 명제, 사실, 화행 층위에 한 정의를 내리고, 상호 간의 구분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해 살펴볼 것이다. 그러므로 2장에서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문장 등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2장에서는 본고의 큰 흐름 두 갈래를 소

개한다. 한 갈래는 의미 층위가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언어 현

상을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한 갈래는 의미 층위가 어떤 언어 표현에 기 어 드러나게 

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이에 한 개괄적 설명이 2.1.2에 있다. 이 2.1.2는 갈래에 

따라 다시 3.2로 확 되고, 나아가 4장 전체로 확 된다. 3장은 문장을 구성하는 층위

에 한 논의이다. 횡(橫) 차원적 논의라고 해도 좋다. 4장은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명

사어들을 다룬다. 종(縱) 차원적 논의라고 해도 좋다. 2.3에서는 사건 차원의 한정과 담

화 차원의 한정에 해 다시 설명한다. 이는 용어 설명의 한정을 이은 것이며, 다시 3

장으로 이어진다.

  3장은 문장을 구성하는 의미 층위에 해 다룬다. 의미 층위는 문장 안에 있고, 이에 

한 사건 차원의 한정 요소와 담화 차원의 한정 요소들이 달라붙는다. 이것들이 층위

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층위적 구조를 의식하여 문장을 바라볼 때, 문법 범주인 선

41) Lyons(1977)는 이론 의미론(theortical semantics)과 기술 의미론(descriptive semantics)을 나
누고 전자는 언어에 한 일반적 의미 이론을 구축하는 것으로, 후자는 언어 의미의 여러 면
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에 Lyons(1977)의 저작은 기술 의미론
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의미의 모든 측면들이 포괄
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의 향권에 들어올 수 있는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 언어의 문
장과 발화의 의미를 기술하고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Lyons 1977: 139). 
본고도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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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말어미와 어휘 범주인 부사어의 결합 순서가 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문장의 층위 구조는 크게 사건 지향적인 것과 담화 지향

적인 것으로 양분된다. 이때 사건과 관련된 요소는 무엇인지, 담화와 관련된 요소는 무

엇인지에 해 다룰 것이다. 

  4장은 각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명사어들을 다룬다. 곧 명사어들이 각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것의 실례를 보이고 해설할 것이다. 이러한 명사어에는 용적 명사, X-성 

명사, 명사화 구문 등이 있다. 이것들이 각각 4.1, 4.2, 4.3을 차지한다. 4장의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ㄱ.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문맥에 따라 유동적인 것인지, ㄴ.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어떤 의미 층위를 나

타내는지, ㄷ.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왜 사건과 명제(사실)를 둘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특별히 4장에서는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과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의 유래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두 구문은 통사

론적으로는 정형성(finiteness)에서 차이를 보이며, 의미론적으로는 사건 통합(event 

integration)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5장에서는 이러한 명사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에 하여 다룬다. 명사어가 어떤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지는 서술어를 통해 보장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유형 

강제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5.1에 기술되어 있다. 의미 층위의 

해석에 있어서 서술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외에도 명사어

에 달라붙는 조사, 화자와 문장 속 주어의 일치 여부, 서술어 자체의 문법화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도 해석에 향을 미침을 보인다. 그러므로 5.2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어의 

유형에 따른 의미 층위와, 해석 양상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짚은 후에 차후의 연구 과제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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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장에서는 주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한다. 무엇보다 2장에서는 명제가 무엇인가를 탐

구해 본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의 차이, 사실과의 차이가 드러나리라 기 한다. 언어학

의 한 분과인 현  의미론은 언어 철학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언어 철학

이나 논리학에서 말하는 한 개념과 언어학에서 말하는 한 개념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명제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명제의 개념을 정리함과 동

시에 사건, 사실, 기술 등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에 한 정리를 시도한다. 

 2.1. 문제 제기

  본 절은 전체 논의를 이끌어 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되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되

었다. 하나는 명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논의를 통

해 명제의 구획 획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논의를 통해서는 문장은 사건이라는 

객관과 화자라는 주관이 만나는 곳이라는 다소 사변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2.1.1. 문장에서의 명제의 경계

  먼저 본 절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예문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1)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다.

   (2) 틀림없이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을 것이다. 

(1)과 (2) 모두 평서형의 문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1)과 (2)가 

모두 명제인 것은 아니다. 명제는 평서문의 형태로 표상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평서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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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인 것은 아닌 것이다. (2)에는 ‘틀림없이’와 같은 부사어나 ‘-을 것이다’와 같이 추

측을 나타내는 선문말어미가 있다. 이 부사어와 선문말어미를 ‘본질적인 내용’42)과 관계

없는 표현43)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거하고 나면 (1)이 남는다. 

  그런데 (1) 역시 명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첫 번

째는 ‘오후 세 시에’나 ‘학교 강당에서’와 같은 부사어를 명제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었-’을 명제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곧 (2)에서 본질적인 

내용과 관계없는 표현들인 ‘틀림없이’와 ‘-을 것이다’를 지웠던 것처럼 (1)에서도 동일

하게 부사어인 ‘오후 세 시에’와 ‘학교 강당에서’, 그리고 시제소 ‘-었-’을 지울 수 있느

냐는 질문이 두되는 것이다. 만약 (1)에서 이들을 지우고 나면 서술어인 동사 ‘주다’

가 구성하는 논항 구조인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만이 남는다. 그동안 한국어 양태 

논의에서는 (1)에서 부사어와 선문말어미를 완전히 제외한, 쉽게 말하면 핵인 서술어가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명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겠-’, ‘-더-’, ‘-

네’ 등과 같은 선문말어미에 논의가 집중됨으로써, 예를 들자면, (1)에서 ‘오후 세 시

에’, ‘학교 강당에서’와 같은 부사어가 명제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가 별 관심의 

상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어 양태의 표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 박재연(2006: 53)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태의 정의를 내린다. 

   (3) 양태의 정의: 명제에 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

     단, 이때 명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 

가. 명제의 수에 따라: 단일 명제 혹은 복수 명제

나. 명제의 성격에 따라: 미한정 명제 혹은 시제적·양태적 한정이 이루어진 명제

다. 명제 내용에 따라: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 혹은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

  

문법 기술에 있어 양태는 어떤 명제를 향한 문법 범주이다. 그러므로 양태 논의에 있어

서 명제에 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정의에서는 명제의 주변

42) 기존 한국어학계에서 ‘명제’라고 통용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43) 이에 한 비판은 목정수(2014)에서 볼 수 있는데 후술할 것이다. 



- 30 -

적 속성은 나타나 있지만 명제 자체에 한 본질적 속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비록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국어학계에서의 명제는 일종의 공리44)처럼 사용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명제(proposition)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보자. 물론 명제가 무엇인지는 철학적으

로도, 언어학적으로도 여전히 논란의 상이다(이선웅 2001: 326, Lyons 1995: 141). 

또한 언어철학에서 이해하는 명제와 언어학에서 이해하는 명제는 그 차이가 꽤 있어 사

정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임동훈(2003: 129-130)에서는 “철학에서의 명제 개념

을 언어학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큼”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

시피 현  의미론은 이제까지의 언어철학의 성과에 힘입어 성립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명제’를, 기존 언

어철학의 논의를 차치한 채로, 언어학 분야 독자적으로 그 개념을 세워 운용한다는 것

도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기본적인 논의로 명제를 되짚어 보자.45) 원래 명제는 지금과 같이 심오한 단어는 아

니었다. 명제는 논리학의 기초를 놓은 프레게나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1872∼1970) 등이 논리학의 상을 분명히 하려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인데, 특별히 프

레게는 ‘생각’에 해당하는 독일어 ‘Gedanke’를 사용했다(정인교 1993: 331).46) 박병철

(2009: 25)에서는 명제를 글이나 말이 담고 있는 내용,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

이나 글과 같은 어떤 언어 형식이 있다고 하자. 이 언어 형식에는 반드시 ‘내용’을 담당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곧 명제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어떤 언어 형식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부분을 명제로 

이해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자. 

    (4) ㄱ.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다. 

ㄴ.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을 것이다.

44) 표준한국어 사전에 따르면 ‘공리’는 “수학이나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이다. 

45) 본 절에 있어 언어철학에서의 ‘명제’에 관한 논의는 정인교(1993)에 전적으로 기댄 것이다. 
이 논의를 주된 줄기로 하여 Lyons(1995)나 언어철학자인 박병철(2009)의 논의를 참고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 명제 자체에 한 확정은 하지 않는다. 

46) 이에 해서는 정 현(1987)에 실려 있는 프레게의 용어 번역표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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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을까?

ㄹ. 단우야,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연우에게 꽃을 주어라! 

  (4)의 문장들(언어 형식의 하나로서)에서 공통된 내용(알맹이)을 추출하라고 하면 ‘오

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가 될 것인데 이를 (5)에 제시해 

본다.47) 

   (5)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

이를 토 로, (4)를 거칠게 다음과 같이 상위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ㄱ. 화자는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라는 내용을 

단언하고 있다. 

ㄴ. 화자는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라는 내용을 

추측하고 있다. 

ㄷ. 화자는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라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ㄹ. 화자는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라는 내용이 

실현되기를 명령하고 있다. 

곧 (6)에서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로 반복되어 기술

되는 내용이 혹자는 (5)의 명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렇게 간단하지 않다. Lyons(1995: 141)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명제에 한 설명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7) ㄱ. 참이나 거짓인 것

ㄴ. 인식, 믿음, 의심의 상인 것

47) ‘오후 세 시에’와 ‘학교 강당에서’라는 부사어를 집어넣을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지만 잠정
적으로는 집어넣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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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단언, 부정, 질문의 상인 것

ㄹ.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그 로 유지되는 것

  (7ㄱ)에서 보듯이 우선 명제의 출발점은 판단의 상이 되는 어떤 것, 곧 참과 거짓

을 가릴 수 있는 것이다. 명제가 진리값(True/False)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학에서의 명

제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명제는 (7ㄴ)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인식, 믿음, 

의심의 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정인교(1993: 333)에서는 “판단의 상들, 참 혹은 

거짓인 정보들, 즉, 명제들은 믿음이나 지식, 의문, 희망, 두려움의 상들이 될 수 있

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이렇게 명제를 상으로 하여 화자가 갖는 태도를 언어철학

에서는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로 논의되어 왔으며 언어학에서는 양태 범주

로 포착하여 왔다. (7ㄷ)은 화행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화자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 질문, 명령, 청유 등을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어떤 내용’이 

명제라고 할 것이다. (7ㄹ)은 명제가 갖는 정보성, 곧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더라도 그 

언어 형식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혹은 의미로서의 명제의 특성에 주목한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명제에 더 근접하기 위해 (7)을 차례 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7ㄱ)에 따르면 명제

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의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다’라는 명제가 참인

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말이다. (5)는 추상화된 내용에 불과할 뿐, 그것이 

실제 세계에서 어떠한지에 해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곧 (4ㄱ)의 ‘오후 세 시에 학

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다’와 같이 시제가 명시된 언어 형식일 때에 비

로소 실제로 그러했는지 아닌지, 곧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어학계에서는 (5)보다 더 추상화된 명제를 상정해 

왔다는 것이다. 임동훈(2003: 129)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인다. 

   (8)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다. 

   (9) ㄱ.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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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

ㄷ.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다

임동훈(2003: 129)은 한국어 양태 논의에서 (9ㄱ)이 막연히 명제로 간주되어 왔다고 언

급하고 있다. 이것이 언어학에서 공리처럼 통용되어 왔던 것이 분명하다. 이선 (2014: 

314)에서도 양태의 작용역을 명제로 규정하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가셨겠습니다’라

는 문장이 있다면 명제는 ‘[할아버지가 가-]’와 같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5)보

다 더 추상화된 명제 이해임에 틀림없다.48) 이러한 한국어학계에서의 논의들은 부분 

Fillmore(1968)의 명제 이해에 기 어 있다. 이 논의에서는 문장을 ‘명제 + 양태’로 파

악하여 다음과 같이 표상한다(Fillmore 1968: 24). 

   (10) ㄱ. Sentence → Modality + Proposition

ㄴ. S → M + P

이 논의에서는 일단 동사가 논항인 명사를 거느린 문장의 핵심부를 어림잡아49) 명제라 

칭하고, 부정, 시제, 법, 상 등과 같은 문법 범주를 모두 양태라 칭한다(Fillmore 1968: 

23).50) 그러므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8)의 문장을 보게 되면 명제를 (9ㄱ)으로 파악하

게 되는 것이다. 곧 시제소도 없고, 평서문 종결어미 ‘-다’도 없는 다소 모호한 실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임동훈(2003: 130)에서는 명제를 ‘동사나 형용사, 곧 핵이 되는 서술어가 논항들을 

48) 이 논의에서도 ‘이미’라는 부사어는 명제에 귀속되지 않는다. 본고는 이에 해 문제를 제기
하는 바이다. 

49) ‘어림잡아’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Fillmore(1968)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밑줄
은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we find what might be called the ‘proposition’, a 
tenseless set of relationships involving verbs and nouns……” 이 논의는 격에 한 논의이
지 양태나 명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Fillmore(1968)도 명제에 

한 엄 한 고찰을 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명제라 불릴 만한 것
을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
국어 양태 논의가 격에 해 주로 다루고 있는 Fillmore(1968)의 논의에 기 고 있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50) 이 논의에서도 시제와 상을 명제에서 제외시킨다. 자연스럽게 시제와 상은 양태 범주에 귀
속된다. 이러한 이해는 이론 내적으로는 정합적일지 모르나 언어학이나 언어철학의 전체 논
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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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가 이미 언급하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명제 이해는 Fillmore(1968)와 거의 비슷하다. ‘서술어가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

성체로서의 명제’ 이해는 한국어 양태 논의에서 명제로 파악되고는 했다. 이것은 (9ㄱ)

과 같은 명제보다 더 추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11) ㄱ.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11ㄴ)이 임동훈(2003)의 명제 이해라고 한다면 (11ㄱ)의 ‘1492년에’이라는 시위치 

부사어는 명제에서 제외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

용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명제

의 역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 정보는 수의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직관

적으로 파악해도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다’라는 문장이 나타

내고자 하는 내용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다’라는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는 정보 구조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결국 ‘발견하다’라는 서술어가 갖는 

논항 구조에서 시간 정보는 제외되겠지만 정보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1492년에 아메리카 륙을 발견하 지 1493년에 발

견한 것은 아니다. 곧 부사어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1492년’인지‘ ‘1493년’인지에 

따라 명제의 진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탓인지 문병열

(2006: 20-21)에서는 임동훈(2003)의 명제에 한 이해를 수용하면서도 명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있다.

   (12) 문장의 용언과 그 논항들 및 부가어로 이루어진 구성체

덧붙여진 부분은 ‘부가어로’이다. 그의 예문(문병열 2006: 21)을 좀 더 보자.

   (13) ㄱ. 철수는 지금쯤 밥을 다 먹었겠다

ㄴ. 철수는 지금쯤 밥을 다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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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철수는 지금쯤 밥을 다 먹었-

ㄹ. 철수는 지금쯤 밥을 다 먹었겠-

ㅁ. 철수는 지금쯤 밥을 다 먹었겠다

  보는 것처럼 그의 예문은 (13ㄱ)인데 이를 임동훈(2003)의 이해 로 보자면 ‘철수는 

밥을 먹-’이 명제가 된다. 문병열(2006)은 ‘철수가 지금쯤 밥을 다 먹음’이라는 내용이 

명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쯤’과 ‘다’와 같은 부사어를 명제 내부에 위치시킨다. 그러

므로 문병열(2006)에서 이해하는 명제는 (13ㄴ)이 된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문병열(2006: 20-21)은 ‘-었-’이 나타내는 과거 시제가 명제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명

제를 통해 표현된 사건이 기준시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하며 명제에

서 시제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51) 

  앞서 논의하 듯이 시제가 제거된 ‘철수가 지금쯤 밥을 다 먹-’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방법은 전혀 없다. (13ㄴ)을 토 로 만들 수 있는 ‘철수는 지금쯤 밥을 다 먹는

다’52)라는 문장과 ‘철수는 지금쯤 밥을 다 먹었다’라는 문장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 비추어 진리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 (7ㄱ)이라는 명제의 

필요조건을 통해 거칠게 판단하여 볼 때, 명제에는 진리치에 향을 미치는 시위치 부

사어와 공간 위치 부사어가 포함되어야 하고, 시제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53)54) 

  자연스럽게 두 번째 (7ㄴ)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인식, 믿음, 의심의 

상으로서의 명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역시 임동훈(2003), 문병열(2006), 이선

(2014) 등에서 제시하는 명제는 인식, 믿음, 의심의 상으로서의 명제와 다소 거리가 

51) 이외에도 (13)의 이해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 (12)에서 말하는 ‘부가어’의 범주에 무엇이 들
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문병열(2006)의 논의에는 이에 한 언급이 없다. 

52) 친구가 시계를 보면서 “철수가 지금쯤(이면) 밥을 다 먹는다. 그러니 가 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3) 본 절에서는 매우 거칠게 제시한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를 더 다듬는다.
54) 그간, 이러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논리학의 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논리학에서

는 명제 그 자체에 한 성찰보다는 삼단 논법이나 진리표와 같이 명제 간의 논리적 관계에 
더 천착하 기 때문에 극도로 추상화된 명제를 상정하 던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사람
이다’와 같이 ‘이다’ 서술어가 그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인데 시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
던 것 같다. 이선 (2014)에서는 이러한 명제 인식에 한 반성이 엿보인다. 이 논의에 따르
면 “시제, 부정, 높임, 종결법의 일부는 명제 내용의 진위를 여전히 단언”하고 이러한 요소들
의 한정을 받는 문장은 여전히 명제라고 말하고 있다(이선  201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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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시 (1)과 (2)의 문장을 아래에 제시해 본다. 

   (1)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다. 

   (2) 틀림없이,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을 것이다. 

  양태 논의에 있어 인식 양태는 명제에 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원

형적인 양태 범주이다. (1)이 나타내는 명제는 본고에 있어서 ‘오후 세시에 학교 강당에

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다’이다. 어떤 화자가 이 명제를 발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다만 ‘단우가 연우에게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꽃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에 관

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추측을 해서 발화를 해야 한다고 해 보자. 이때 화자는 (2)와 

같이 발화할 수 있게 된다. 후에 (2)의 문장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화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틀림없이’라는 부사어와 ‘-을 것이다’라는 우언

적 구성일 것이다. 그런데 ‘-을 것이다’만 보자면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다’라는 정보에 향력을 미친다. 곧 ‘이미 꽃을 주었음’에 한 추

측이지 ‘앞으로 꽃을 줌’에 한 추측이 아닌 것이다. 

  임동훈(2003)을 비롯한 이제까지의 명제 이해에서는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가 

명제 태도의 상, 여기서는 추측의 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 기술은 곧 어려

움에 봉착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2)를 토 로 한 화를 상정해 보자. 

   (14) ㄱ. 틀림없이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을걸!

ㄴ. 진짜? 오후 세 시에?

ㄷ. 진짜? 학교 강당에서?

ㄹ. 진짜? 벌써 줬다고?

ㅁ. #진짜? 준다고?55)

(14ㄱ)은 (2)를 토 로 한 화자의 발언이다. (14ㄴ,ㄷ,ㄹ,ㅁ)은 이러한 발화에 하여 가

55) #은 화용론적 비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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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법한 답들이다. (14ㄱ)의 발화에 하여 다시 청자는 화자의 추측이 올바른지에 

해 되묻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되묻기의 상이 (14ㄴ)에서는 ‘오후 세 시에’, (14ㄷ)

에서는 ‘학교 강당에서’, (14ㄹ)에서는 과거 시제 ‘-었-’을 통한 사건의 과거성(완료성)

이다. 만약에 (14ㅁ)에서처럼 화자가 이미 일어난 일에 해 추측한 것이 아닌 일어날 

일을 추측한 것으로 상 방이 받아들인다면 적절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식, 믿음, 의심의 상으로서의 명제는 공간과 시간에 한 부사어나 시제 정보를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7ㄷ)에는 단언이나 질문의 상으로서의 명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화행

의 내용으로서의 명제’라고 파악할 수 있다. 곧 단언, 질문, 명령, 청유 등의 상, 곧 

그 내용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15) ㄱ. 오후 세 시에 연우에게 꽃 줘!

ㄴ. 오후 두 시에 연우에게 꽃 줘!

(15)에서 명령 화행의 상이 되는 내용이 다르다. (15ㄱ)은 ‘오후 세 시에’ 연우에게 

꽃을 주는 것이고 (15ㄴ)은 ‘오후 두 시에’ 주는 것이다. 곧 (15ㄱ)과 (15ㄴ)은 본질적

으로 다른 명령이 된다. 이처럼 시간적 정보는 필수적이다.56) 

   (16) ㄱ. 학교 강당에서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줬어?

ㄴ. 운동장에서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줬어?

ㄷ. 운동장에서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준 ?

(16)의 질문 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6ㄱ)과 (16ㄴ)의 질문은 그 공간에 한 

물음에 있어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공간적 정보 역시 필수적이며, 명제 내

부적인 것이다. (16ㄴ)과 (16ㄷ)도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준 사건인지, 앞으로 줄 사건

인지 그 내용의 결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56) 시간부사어가 없는 명령문은 개 상 에게 즉각적, 현재적으로 무언가를 수행할 것을 나타
낸다. 그러므로 시간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창문 좀 닫아라’라는 
명령문은 ‘(지금) 창문 좀 닫아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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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57)

   (17) 명제에는 시간과 공간에 한 요소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정

보를 부호화하는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는 명제 내부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명제에 ‘-다’가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살펴보자. 임동훈(2003: 129)에서

는 ‘-다’가 단언의 언표수반력을 나타내지만, 이를 명제에서 제거하는 것은 이론 내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본인의 논의에서는 ‘-다’를 제거한 추상적인 명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목정수(2014: 113-114)에서는 어는 서술어가 홀로 서 있을 수 있지만, 한국어

는 필수적으로 종결어미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다. 굴절어인 어의 경우, ‘eat’로 

설명하자면,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도, 그 통사적 표상도 ‘eat’가 된다. 하지만 교착어인 

한국어의 경우 ‘먹다’에서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은 ‘먹-’이고 ‘-다’는 일종의 기본형을 

만들기 위한 문법적 규약으로 쓰인다.58)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이 [eat]라는 의미를 머릿속에서 ‘먹-’으로 표상하는지 ‘먹

다’로 표상하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일종의 약속으로서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이 문제에는 명제를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곧 명제가 

문장들에 의해 표현은 되지만 문장과는 별개로 추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과 문장이 

충분히 명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입장들이 있는 것이다(정인교 1993: 333). 

명제를 서술어가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로 보고, 이를 추상화시켜 ‘-다’를 제거한 

형태로 나타내자는 그간의 입장은 전자와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후

자의 입장, 곧 문장이 곧 명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곧 한국

어에 있어서 명제는 언어 형식으로 표상될 때 반드시 평서문의 형태를 가진다.59) 이러

57) 자세한 논의는 이어지는 장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
58) 이는 박진호(1994: 5)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굴절어에서는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가 개 일치하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를 단어로 처리해도 그다지 문제가 없
지만 한국어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인 ‘eat’는 뜻으로 기능면에서 자립 
가능하지만 한국어의 ‘먹다’는 그렇지 않다. ‘-다’는 어디까지나 약속으로서 상정할 수밖에 없
다. 

59) 이는 비단 한국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Carnap(1947/1956: 26-27)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Carnap은 명제란 언어 외적(extra-linguistic)인 것이지만 만약에 
언어에서 명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자면, 명제는 평서문을 통해 표현된다(expres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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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에서 문장 (2)의 명제를 추출해 보자면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

우에게 꽃을 주었-’이 아닌 ‘오후 세 시에 학교 강당에서 단우는 연우에게 꽃을 주었

다’가 된다.60) 이에 (17)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8) ㄱ. 명제에는 시간과 공간에 한 요소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정보를 부호화하는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61)는 명제 내부에 위치한다. 

ㄴ. 명제는 평서문으로 표상된다. 

  2.1.2. 문장의 의미와 문장관

  이선웅(2012: 241)의 지적처럼 문장을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Bloomfield(1933: 170)의 “독립된 하나의 언어 형식으로 어떠한 문법적 구성 방식으로

도 더 큰 언어 형식 속에 내포되지 않는 것”62)이라는 전통적 정의 이래에 언어학의 발

전에 따라 문장에 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임홍빈·장소원(1995: 195)에

서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한다. 

   (19) 문장의 정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단어들이 결합되어 이룬 자립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서술어(또

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의 핵)가 요구하는 성분을 완전히 갖추어야 하며, 그 의미 관

련이 온전해야 함과 동시에, 발화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 내용을 전

declarative sentences)고 말한 바 있다. 
60) 임동훈(2003: 129)에 따르면 명목론자들(nominalists, ‘유명론자’라 해도 될 것이다)은 평서

문의 의미를 명제로 파악한다. 단적인 예로 Lyons(1977: 141-142)는 명제를 평서문이 진술
을 위해 발화될 때 그 평서문이 표현하는(express)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may be true or false). 본고는 일견 유명론의 입장에 서 있다. 하
지만 본고의 다른 점이 있다면, 명제는 평서문으로 표상할 수 있지만, 평서문이 명제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본 장에서 계속 논의된다. 

61) 예문 가운데 형용사나 ‘-이다’는 없었다. 형용사나 ‘-이다’와 같은 경우 기본형이 현재형과 
동일하다. 가령 ‘먹다’는 ‘먹는다’이지만 ‘예쁘다’는 ‘예쁘다’ 그 로 문장에 사용된다. 이는 무
표지인 것이지 시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62) 원문은 “each sentence is an independent linguistic form, not included by virtue of any 
grammatical construction in any larger linguistic form”이다. 번역은 이선웅(2012)의 것을 
그 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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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의의 이점은 무엇보다 문장을 통사·의미·화용적 관점, 곧 전방향(全方向)으로 자

리매김했다는 데에 있다. 곧 (19)의 정의를 쉼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부분은 

문장이 갖추어야 할 통사론적인 요건, 두 번째 부분은 의미론적인 요건, 세 번째 부분

은 화용론적 요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만족스러우나 실제 언어 연구에 있

어서는 방점에 따라 문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이하여 이러한 정의를 모두 충족시키기

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기능문법론자인 Dik(1997a: 2)은 토머스 쿤(Thomas Samuel Kuhn, 1922∼1996)의 

패러다임(paradigm)을 언급하며 언어 이론에 있어서도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음을 보인

다. 곧 형식적 패러다임(formal paradigm)과 기능적 패러다임(functional paradigm)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하여 임홍빈·장소원(1995: 207-208)에서도 정리를 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63) 

   (20) 형식적 접근

ㄱ. 언어를 문장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ㄴ. 언어의 제1차적인 기능은 생각의 표현이다. 

ㄷ. 인간은 문장을 생성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다. 

ㄹ. 문장은 그것이 쓰이는 문맥과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기술된다. 

ㅁ. 통사론은 의미론에 하여 자율적이며, 또 통사론과 의미론은 화용론에 하여 

자율적이다. 문법 연구에서 핵심적인 분야는 통사론이다. 

   (21) 기능적 접근

ㄱ. 언어는 인간이 서로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이다. 

ㄴ. 언어의 제1차적인 기능은 통보적(communicative) 기능이다. 

ㄷ. 언어 능력 가운데 중요한 것은 통보적 능력이다. 이 능력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63) Dik(1997a: 2-3)에도 이 두 패러다임의 차이에 한 서술이 있다. 다만 임홍빈·장소원
(1995)의 정리가 일목요연하여 이를 인용하는 바이다. Dik(1997a)은 개정판이다. 본래는 
Dik(1989)이다. 시기적으로 임홍빈·장소원(1995)보다 Dik(1989)이 앞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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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서로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다. 

ㄹ. 언어 표현에 한 기술은 처음부터 언어의 쓰임이라는 체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

진다. 

ㅁ. 언어 연구의 중심은 화용론으로, 통사론이나 의미론도 그 속에서 연구된다. 통사

론은 의미론을 보조하며, 의미론은 화용론을 보조한다. 

  (20)의 형식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언어를 바라보는 표적 경우가 촘스키를 비롯

한 생성문법론자들의 언어관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21)의 기능적 접근을 중심으로 언

어를 바라보는 표적 경우가 기능문법론자들의 언어관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기능

문법의 언어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장은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하

는 담화를 맥락으로 가지고, 또한 그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문장은 Lyons(1977: 622-635)에서 다루는 체계문

(system sentence)과 쓰임문(text sentence)64) 가운데 쓰임문에 다분히 치우쳐 있다. 체

계문은 “언어 체계에 한 언어학자의 모형에서 그것의 주 기능이 문법성의 개념을 정

의하는 것인 이론적 구성물”이다(Lyons 1977: 632). 자연스럽게 체계문에 한 연구는 

통사론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쓰임문은 담화라는 큰 틀 속에 위치한다. 곧 상

황이라는 문맥이 필연적으로 고려되며,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존재도 중시되

는 것이다. 거칠게 분류하자면 체계문은 형식적 접근에 의해, 정제된 문장이라고 한다

면, 쓰임문은 기능적 접근에 의해 발견되는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장경희(1986: 241-243)에서 말하는 문장과 발화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 논의에 따르면 문장은 화자와 청자가 연결되지 않는, 이론적으로 상정된 추상적인 

형태인 반면, 발화는 화자와 청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연결되는 실재적인 심

리적 실체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문장, 발화65)는 결국 담화라는 맥락을 가지는 

Lyons(1977)의 쓰임문, 장경희(1986)의 발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의 주안점인 의미 층위에 해 살필 때에는 담화라는 맥락이 필수적이다. 담화라

64) 강범모(2011)에서는 전자를 체계문장, 후자를 텍스트문장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고에서 따
르는 ‘체계문과 쓰임문’이라는 번역어는 임홍빈·장소원(1995: 210)에 따른 것이다. 

65) 엄 히는 문장과 발화는 구분되는 존재이지만 본고에서는 쓰임문을 일컫는 말로 구분 없이 
사용된다. 이에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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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맥락이 없으면 의미 층위의 설정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태인(2016: 65-66)에

서는 문장이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 층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다

음 예를 그 로 가져와 본다.  

   (22)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아니! 어디에서?

   (23)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뭐? 확실한 거야?

   (24)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오, 그것 참 다행이네.

   (25)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그거,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22)에서 (25)까지의 문장은 A와 B의 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A는 모두 동일

하게 평서문인 ‘단우가 떡을 먹었어’를 발화한다. 그런데 B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22)

의 B는 ‘단우가 떡을 먹은 장소’를 궁금해 하고 있고 (23)의 B는 ‘단우가 떡을 먹었다’

는 내용 자체에 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출한다. (24)의 B는 ‘단우가 떡을 먹은 사실’

에 해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25)의 B는 ‘단우가 떡을 먹었어’라는 발화에 

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역으로 A에게 따지고 있다. 

  아직 사건, 명제, 사실, 화행에 한 확정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우선 성기게 

이해해 보자. (22B)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아 A의 문장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사건은 현 세계에서 장소의 한정(qualification)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

다.66) (23B)는 A의 문장에 해 그 진위치, 신뢰성에 해 문제를 삼는다. 이로 보아 

A가 발화한 문장이 명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하 듯이 진위치나, 판

66) 그것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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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관계된 것은 명제이기 때문이다. (24B)은 A의 문장을 그 진위치가 참인 것을 전

제로 평가를 내린다. 그러므로 참값으로 확정된 명제, 곧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25B)

는 A의 ‘단우가 떡을 먹었어’라는 발화를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따지듯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상 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은 화행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부러 ‘단우가 떡을 먹었어!’라는 문장을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이

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22A), (23A), (24A), (25A)는 문맥에 따라 상 방이 받아들이

는 의미 층위는 상이할지 모르지만 통사적인 외연, 곧 문장은 ‘단우가 떡을 먹었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단우가 떡을 먹었어’라는 문장은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그 문장 자체가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으로 확정되

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문장을 쓰임문으로 

파악하여 해당 문장이 자리 잡고 있는 맥락을 살펴볼 때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

므로 본고의 문장은 다분히 그 성격에 있어 의미·화용론적이다. 

  한편으로 Davidson(1967/1980: 110)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문장 전체가 무엇에 

한 것인지(혹은 문장 전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혹은 기술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주지하다시피 프레게는 문장의 뜻과 지시를 구분하 다. 프레게는 그의 논문, 《Über 

Sinn und Bedeutung(Sense and Reference, (1948)》67)에서 문장의 뜻은 명제이고, 문

장의 지시는 참과 거짓, 곧 진리치라고 말한 바 있다.68) 우선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26)을 통해 생각해 보자. 

   (26) ㄱ. 단우가 떡을 먹었다.

ㄴ. 단우가 떡을 먹었어?

67) 프레게의 원 저작은 독일어이다. 이에, 어로 번역되어 The Philosophical Review 학술지
에 실린 것을 참조한다. 또한 정 현(1987)은 프레게의 저작뿐만 아니라 러셀, 스트로슨, 콰
인, 크립키, 페리 등의 주요 저작들을 번역해두었다.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8) 김경훈(2001)에서는 《Über Sinn und Bedeutung》에서 Sinn을 의의(意義)로, Bedeutung을 
의미(意味)로 소개한다. 한편 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한 강범모(2011)에서
는 Sinn을 뜻으로, Bedeutung을 지시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정인교(1993: 333)에서는 
Sinn을 ‘의미’라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자마다 번역이 조금씩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강범모(2011)를 따른다. 다만 ‘지시’는 때로 ‘지시체’이라고도 쓰일 것
이다. 어떤 실체를 부각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 44 -

ㄷ. 단우야, 떡을 먹어라!

  (26ㄱ)과 같은 평서문은 실제로 단우가 떡을 먹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참과 거짓을 가

릴 수 있다. 곧 프레게의 논의에 따라 (26ㄱ)은 진리치라는 문장이 가리키는 지시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26ㄴ)과 같은 의문문이나 (26ㄷ)과 같은 명령문은 참과 거짓 

자체를 가릴 수가 없다. 곧 (26ㄴ,ㄷ)은 프레게의 논의에 비추어 보자면 그 지시체가 없

는 문장이 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문, 명령문 역시 문장인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는 Davidson이나 프레게, 비트겐슈타인 등과 같은 분석철학자들에게는 문장

이 평서문에 국한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분석철학, 언어철학에서는 평서문이 중요

한 분석의 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어학에서는 평서문 말고도 의문문, 청유문, 명령

문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문장을 다루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프레게의 논의처럼 단

순히 문장이 참과 거짓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음도 당연하다.69) 

  한편, 한 문장의 의미는 하나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가정을 하는 일군의 무리가 있다

(남승호 2004: 78 참조). 사건 의미론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가령 임채훈(2007가: 3-4)

은 문장 전체가 의미하는 단일한 상이 존재한다고 선언하며 그 단일한 상을 ‘특정

한 발화 상황에서 발화된 사건의 존재’라고 파악한다. 이런 논리 로라면 앞서 살펴본 

(22)∼(25)에서 나타나는 A의 발화, 곧 ‘단우가 떡을 먹었어’라는 문장의 의미는 사건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맥에 따라 A의 발화에 따른 B의 반응

은 사건에 한 것만이 아닌 명제, 사실, 화행 등에 한 것으로 다양하 다. 이를 임채

훈(2007가)의 논의로는 포착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그의 예(임채훈 2007가: 12-13)를 보며 이야기 해 보자. 

69) 이러한 배경 하에 일상언어철학(ordinary language philosophy)이 두되었다. 전기의 비트
겐슈타인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후기의 비
트겐슈타인은 ‘의미는 사용이다’라고 하여 진리치와 무관한 문장들의 쓰임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에 하여는 Chapman(2000)의 4장 ‘Speakers and hearers’를 참조하라. 한편 명
제를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문장’으로만 국한하려는 이원직(1994)의 논의도 있다. 명제의 특
성 가운데 명제가 진리치를 갖는다는 것에 천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곧 “명제는 어떤 
경우이든지 진리치를 가지게 된다(이원직 1994: 394)”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데에서 비롯
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원직(1994: 395)에서는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은 명제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문장과 명제의 구분이나 평서문과 명제의 구분 등이 느슨하게 이루어진 탓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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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철수가 식당에서 밥을 빨리 먹었다. 

   (28) ㄱ. 사건 e가 존재한다. 

ㄴ. 사건 e의 행위주는 ‘철수’이다. 

ㄷ. 사건 e의 상은 ‘밥’이다. 

ㄹ. 사건 e의 장소는 ‘식당’이다.

ㅁ.  사건 e은 먹는 행위의 사건이다

(27)은 (28)과 같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사건 논항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

체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곧 의미를 사건으로 

보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사건 논항을 취하는 것은 

Davidson(1967/1980)이나 Parsons(1990)과 같은 사건론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기는 하

다. 문제는 문장 내에 사건 논항이 있다고 해서 문장의 의미를 단일하게 사건으로 파악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임채훈(2007가)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는 한국어 문장 의미를 바로 사건의 존재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

장 의미는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발화된 사건의 존재라고 해야 함을 주장한다(임채훈 

2007가: 13). 그가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29) 아이고, 철수마저 식당에서 밥을 빨리 먹었더라.

여기서 ‘아이고’가 ‘철수가 밥을 먹은 사건’에 한 화자의 감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

더라’는 화자의 사건 지각과 관련이 된다는 설명이다. 앞의 (27)의 문장은 별 의심 없이 

어떤 사건에 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결어미 ‘-다’를 제외하고는 

(27)을 발화하는 화자의 존재가 그다지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29)의 문장에

는 사건뿐만 아니라 ‘아이고’와 같은 화자의 감탄도 들어있고, ‘-더라’와 같은 화자가 

그 사건에 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가에 한 표현도 들어 있다. 이런 까닭에 문장

의 의미를 바로 사건으로 보는 것에 데에 해 주저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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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정수(2014: 25, 80)에서는 명제 중심, 서술어 중심의 문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 여

기서 서술어 중심의 문장관은 “명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문장 분석이라고 착각하는 관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어 문장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말어미를 등한시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체계문의 관점, 형식적 접근만으로 한

국어 문장을 바라보면 담화라는 맥락을 배제하게 되고, 이 담화에 얽혀 있는 많은 문장 

요소들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령 ‘아이고, 당장 집에 가자’라는 문장은 ‘아이

고’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이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자’를 통해 제안이라는 화행을 

수행한다. 이 제안은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명령 맥락이 필요하다. 그런

데 체계문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와 ‘-자’는 다분히 군더더기 표현일 뿐이다. 이처럼 

문장을 체계문으로 국한시키고 나면 통사론적으로 유의미한 정제된 표현만 남고 나머지 

요소는 배제되고 만다. 

  임채훈(2007가)은 목정수(2014)에서 비판하는 명제 중심의 문장관에서 ‘명제’를 ‘사

건’으로 치환한 것일 뿐 여전히 서술어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논항 구조 중심의 문장관

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70) 물론 문장 내에 사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명제도, 

사실도 존재할 수 있다.71) 이를 본고에서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이 문장을 구성

한다’라고 표현할 것이다. 본 절에서의 주된 논지는 아니지만 예를 통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30) 다행히 단우가 자기 방에서 떡을 먹었겠더군요. 

70) 임채훈(2007가)은 사건을 심도 깊게 다룬 Davidson(1967/1980)에 이론적으로 기 고 있다. 
그런데 정작 Davidson(1967/1980)은 문장을 사건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이한구(1990)는 김
재권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여기서 김재권은 자신과 Davidson(1967/1980)의 논의를 비
교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문장이 사건을 지시하고 기술할 수 있다고 본 데 반해, 
Davidson은 문장은 사건을 지시할 수 없고 사건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명사나 기술구를 사용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채훈(2007가)은 이 점에서 오히려 김재권의 사건 이론
과 맞닿아 있다. 본고에서는 Davidson(1967/1980)과 비슷하게 명사어만이 사건을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해서는 4장을 보라. 

71) 때때로는 명제만 존재할 수도 있다.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1 더하기 1은 2다’와 같은 내용이 
문장 내에 있다면 이는 명제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주셨다. 사실 이에 관하여는 다
소 복잡한 철학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어떤 세계의 사건에 기초하지 
않은, 추상적인 수학적 진리와 같은 순수 명제가 있다는 것에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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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문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단우가 자기 방에서 떡을 먹었-’까지이다. ‘-

겠’은 이 사건이 명제로 되었을 때,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양태 논의에서 ‘-겠’은 인식 양태로 논의되어 왔다. 박재연(2006)에서 말한 것처럼 양태

의 상은 명제이다. 그러므로 ‘단우가 자기 방에서 떡을 먹었-’은 다시 명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는 이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과거에 목격했음을 나타낸다. ‘-군’

은 화자가 어떤 사실을 추론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72)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요’는 그 억양에 따라 여러 문장 유형이 실현될 수 있다. 평서형이라고 가정한다면,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에 해 진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곧 ‘-요’는 화행과 관련된

다.

  이와 같이 문장 안에는 사건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의미 층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의미 층위들과 관련한 요소들이 문장을 켜켜이 구성해 나간다.73) 그렇

지만 문장 안에 이러한 의미 층위가 있다고 해서 문장이 바로 그 의미 층위인 것은 아

니다. 이와 관련하여 Davidson(1967/1980: 110-111)은 ‘그 고양이가 옴에 걸렸다(The 

cat has mange)’라는 문장을 예로 든다. 이 문장은 ‘그 고양이’에 관한 내용임에는 분명

하다. 하지만 이 문장이 ‘그 고양이’인 것은 아니다. 문장 내에 ‘그 고양이’를 가리키는 

단칭어가 있고, 그 단칭어는 그 고양이를 지시한다. 하지만 문장이 ‘그 고양이’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 ‘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이 사건인 것은 아닌 것이

다. 다시 Davidson(1967/1980: 110)의 물음으로 돌아가 문장 전체가 무엇에 관한 것인

지 답하라면 본고는 이에 해 어떤 답도 줄 수 없다. 문장은 문장일 뿐이다. 어떤 

문장에 해 청자는 다양한 내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의미74)는 확정

되지 않는다. 

  다만 문장은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를 기술하여 발화하는 화자가 만나는 

72) ‘-겠더-’에 관한 논의는 박재연(2006: 263-266)을, ’-군’에 한 논의는 박재연(2006: 
229-233)을 참조하라. ’-요’의 화행적 성격에 관하여는 김태엽(2007), 목정수(2014)를 참조
하라.

73) 문장의 최종 지시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화행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화자는 어떤 
발화를 통해 무언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74) 여기에서의 문장의 의미는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명제를 둘러싸고 있는 부사어, 선문
말어미, 종결어미 등, 말 그 로 어떤 문장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로서의 
문장, 그 자체의 의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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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30)의 문장을 통해 설명하자면 ‘단우가 자기 방에서 떡을 먹은 사실’에 해 

화자는 ‘다행이다’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 사건의 내용을 ‘-겠-’을 붙임으로써 추측하고 

있음을, ‘-더-’를 붙임으로써 그 추측의 근거를 과거에 목격했음을, ‘-군’을 통해서 이

는 추론을 거쳐 확정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요’를 통해서 화자는 청자를 높여 우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는 화자가 관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과 이를 기술하면서 어떻게든 화자 자신의 개입을 부호화시키려는 화자의 주관이 

녹아 있는 것이다.75) 

  이제 이어지는 2.2.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에 해 짚고 넘어

간다. 이에 앞서 임동훈(2003)에서 명제로 제안했던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핵 서술 단위’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2.2. 문장을 구성하는 의미 층위

  2.2.1. 핵 서술 단위의 설정

  국내외 언어학 논의에서는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에 어떤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어학 논의의 경우 ‘서술

어가 필수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명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국외 

논의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기도 하다. 우선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

에 해 언급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Kearns(2000: 154)에서는 정형성(finiteness)에 해 논하면서 ‘서술어가 논항들

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가 시제의 한정을 받을 때, 명제가 됨을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예는 다음과 같다. 

   (31) ㄱ. PLAY(m, j)

ㄴ. GIVE(m, a piano lesson, p)

75) 이제 이에 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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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SCRATCH(that cat, the furniture)

   (32) ㄱ. Marcia is playing jazz.

ㄴ. Marcia gave Peter a piano lesson.

ㄷ. The cat scratched the furniture. 

  Kearns(2000)의 말을 그 로 빌리면 (31)과 같은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는 서술어와 논항의 완전한 구조를 나타내지만 어떤 것도 진리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32)와 같은 시제의 한정을 받는 절만이 진리치를 갖는 명제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Kearns(2000: 35)에서는 (31)에 ‘원자 명제(atomic proposition)’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원자 명제’는 가장 단순한 명제이며 해당 서술어의 논항

(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31)에 표상되어 있는 논리식이 원자 명제의 전형적인 예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76)

  한편 Chierchia(1989)에서는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사건류

(eventualities)라 함과 동시에 ‘원자 정보 단위(atomic information unit)’라는 지위를 부

여하고 이를 명제로 파악한다.

   (33) ㄱ. John believes that Mary hugged Bill

ㄴ. <hug', M, B>

(33ㄱ)에서 전형적인 양태 동사인 ‘believe’의 상이 되는 ‘that Mary hugged Bill’은 

76) 한편 ‘원자’ 혹은 ‘원자적’이라는 용어는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러셀이나 비트겐슈타인(이때의 비트겐슈타인은 초기의 비트겐슈타인이다)은 모두 언어가 세계
의 실재를 그 로 반 하여 그려낸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스승
이었지만 러셀의 논의는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많은 향을 받았다(박병철 2013 참조). 이미 
러셀은 그의 저작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에서 그의 이론을 ‘논리적 원자
론’이라고 명명하고 있다(Russell 1919). 러셀에게나 비트겐슈타인에게나 명제는 실제 세계에
서 일어나는, 혹은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을 있는 그 로 묘사한 언어적 실체이다.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한 명제를 러셀은 원자적 명제(atomic propositions)로, 비트겐슈타인은 요소 명제
(elementary proposition)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러셀이나 비트겐슈타인이 이 술어들을 ‘서술
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세
계를 기술하는 가장 단순한 언어적 실체를 찾기 원했고 그것에 ‘원자’나 ‘요소’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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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rchia(1989)에게는 (33ㄴ)과 같은 단위로 표상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Chierchia(1989)의 논의에서는 사건류와 사건, 그리고 원자 정보 단위와 명제가 모두 

같은 것이라는 점이다.77) 이에 따라 (33ㄱ)의 문장을 한국어로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존은 메리가 빌을 안았다는 것(내용)을 믿는다’가 된다. 그런데 Chierchia(1989)는 사건

과 명제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는 다시 ‘존은 메리가 빌을 안은 것(사건)을 믿는다’도 

된다. 하지만 계속 논의했듯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명제는 그 존

재론적 지위가 전혀 다르다. 또한 ‘정보’는 담화에서 흘러감을 전제로 한다. 

Chierchia(1989)의 ‘원자 정보 단위’의 정보라는 용어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된다. 원자 

정보 단위는 담화 내에서 결코 흘러갈 수 없는 이론적으로 상정한 산물일 뿐이다. 

  한편 Pustejovsky(1995: 157-158)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인다. 

   (34) ㄱ. Mary arrived at 3 pm. 

ㄴ. Mary’s arrival at 3 pm. 

그의 논의에 따르면 (34ㄴ)의 명사구는 사건을 나타내고, 시제로 한정을 받은78) (34ㄱ)

이 비로소 명제를 나타낸다. 이 논의에서는 명제를 사건 기술에 시제를 적용시킨 결과

(the result of applying tense to an event description)로 본다. 결국 Kearns(2000)나 

Pustejovsky(1995)나 명제가 시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본고와 

일치점을 가진다. 하지만 시제의 한정을 받기 이전, 곧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

는 구성체에 하여 Kearns(2000)는 원자 명제의 지위를, Pustejovsky(1995)는 사건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본고는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핵 서술 단위(nuclear 

predication unit)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 ‘핵 서술 단위’가 곧 사건이고, 이 사

건이 곧 명제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핵 서술 단위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체라는 

점에서 사건의 핵심이자, 명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건과 명제가 될 수 있는 

가능태에 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는 사건도 명제도 될 수 없다. 이런 점에

77) 이러한 Chierchia(1989)의 입장은 Zucchi(1993: 110-112)에 의해 비판받는다. Zucchi는 사
건과 명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본고는 Zucchi(1993)의 논의에 동의한다.

78) Pustejovsky(1995)는 시제를 사건에 가해지는 일종의 양화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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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자 명제’라는 용어도 ‘사건’이라는 용어도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

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핵 서술 단위라는 명칭은 기능문법의 것에 기댄 것이다. 기능문법에서는 서술어가 필

수 논항을 취한 구조체에 ‘핵 서술부(nuclear predication)’라는 지위를 부여한다(Dik 

1997a: 78). 이 용어는 해당 구조체가 담화 내에서 화자가 어떠한 세계에 한 기술, 

혹은 서술을 하고자 할 때에 그 핵이 된다는 점에서 온당한 작명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에 ‘단위’라는 용어를 덧붙 는데, 이는 해당 구조체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또 다시 더 큰 조직을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능문법은 ‘핵 서술부’, 본고의 ‘핵 서술 단위’를 사태

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곧 ‘단우가 떡을 먹-’은 문장 내에서는 ‘핵 서술부’인데 존재론

적으로는 사태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서술어가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두고 

학자에 따라 ‘사태, 사건, 명제, 원자 정보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한다. 이는 단순

한 용어 설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곧 본고에서 상정하는 의미 층위를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 설명하려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우가 밥을 먹-’은 본고에서는 서술의 핵심이 되는 ‘핵 서술 단위’이다. 그리고 이

는 언어학적으로 상정된, 그야말로 이론적 산물에 그치기 때문에 존재론적 지위를 가질 

수도 없다. 곧 ‘핵 서술 단위’는 사건, 명제, 사실, 서술 등의 가능태일 뿐이지 이것이 

어디엔가 실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79) 이에 한 논증은 2장 전체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고의 ‘핵 서술 단위’를 사건이라든지 명제라든지의 지위를 부

여해 버리고 나면 정작 ‘사건’이나 ‘명제’에는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할지가 묘연해진다. 

다시 말해 ‘핵 서술 단위’,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이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 상

충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핵 서술 단위’가 사건이거나 명제일 수는 없다.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핵 서술 단위의 필수 논항을 어떻게 판정하는가이다. 이

는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와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논항 구조는 해당 

서술어가 문장을 구성할 때 요구하게 되는 논항들의 수와 그 의미역의 집합이다(남승호 

2007: 6). 가령 ‘먹다’와 같은 서술어는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에 한 정보가 필수적

79) 사태에 상이나 시제소가 붙어 사건이 된다고 서술할 수도 있지만, 사태, 상황, 사건, 명제 등
은 너무 헷갈리기 쉽다. 이에 일부러 ‘핵 서술 단위’라는 이질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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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하고, ‘가다’와 같은 서술어는 ‘누가, 어디를’ 갔는지에 한 정보가 필수적으

로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이 필수적이고 무엇이 수의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령 ‘가다’

의 예를 들면, 혹자는 ‘누가, 어디를’ 갔는지 못지않게 ‘어떤 수단으로(어떻게)’ 갔는지도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 남승호(2007: 26-27)에서는 (35)의 정의를 토 로 하여 (36)과 같이 ‘보충 

질문법’이라는 판별법을 제시한다.80) 

   (35) 정의: ㄱ. 어떤 술어의 필수 논항은 그 술어가 사용된 발화가 완성된 정보 단위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논항을 말한다.

ㄴ. 하나의 발화가 완성된 정보 단위(complete information unit)를 갖추기 위

해서는 그 발화가 하나의 사실이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36) A: 진이가 어제 만났어.

B: #아, 그랬구나.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   

(36A)가 바로 상 방이 ‘무언가 부족한 말걸기’를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 답

을 (36B)와 같이 한다면 화용론적으로 이상한 화가 되어 버린다. 곧 ‘진이가 어제 만

났어’라는 발화에는 ‘누구를’이라는 필수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맞장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36A)에서 ‘어제’가 빠지고 ‘진이가 철수를 만났

어’로 화가 시작된다면 B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언제 만났 ?’ 정도의 화를 자연

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어제’는 동사 ‘만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

는 논항이 아니지만 ‘누구를’에 해당하는 정보는 ‘만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

이라고 할 수 있다.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필수 논항을 보충 질문법을 통해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80) 원래 이 논의는 남승호(2000)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남승호(2000)의 논의에서는 ‘보충질문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후에 남승호(2007)에서는 이 판별법을 ’보충질문법’이라
고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예문과 필수 논항의 판별에 관한 논의를 보고 싶
다면 남승호(2000: 235-240)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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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담화적 차원에서는 필수 정보가 필수 논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령 서술어 ‘자르다’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해 보자. ‘자르다’는 그 필수 논항

으로 ‘행동주(agent)’와 ‘피동주(patient)’를 요구한다. 이로써 문장을 구성한다면 ‘단우가 

케이크를 잘랐다’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논항구조의 측면, 통

사·의미론적 차원의 이야기일 것이다. 담화적 측면에서는 육하원칙 중 무엇이 중요한지

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곧 ‘단우가 케이크를 자르는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연우

의 생일에 일어났는지, 어머니의 생일에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집에서 

일어난 것인지, 식당에서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자른 것인지(10조각으로 잘랐는지, 8

조각으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숟가락으로 충 잘랐는지), 왜 잘랐는지(연우의 생

일이었던 것인지, 아버지가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 온 것인지) 등은 언제든지 담화 중에 

주요한 정보, 곧 초점(focus)이 될 수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화자라는 인식 주체가 수

행하는 개념화로 파악하 다. 곧 인식 주체에 따라 실제 세계의 사건을 개념화하는 양

상이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자. 이왕 쓰는 김에 비교를 위해 핵 

서술 단위도 함께 제시한다. 

   (37) ㄱ. 자르다'(단우, 케이크)

ㄴ. 어머니의 생신이어서, 어제 집에서 단우는 케이크를 칼로 잘랐다. 

(37ㄴ)에서 보는 것처럼 육하원칙의 요소들은 하나같이 어떤 정보의 진위치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 사건은 (37ㄴ)과 같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식당에서 

잘랐다’는 거짓이 된다. 같은 이유로 ‘수저로 잘랐다’도 거짓이 된다. 이처럼 담화에 있

어서는 핵 서술 단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기반한 정보가 맥락에 따라 

다 중요하게 될 수 있다.81) 

81) 이와 관련하여 Jackendoff(2002: 134-135)의 논의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논의에서는 
‘Mr. Mustard committed the murder (carefully) (in the attic) (at noon)’이라는 문장을 예
로 들며, 기존의 논항 구조 논의에서 방식, 시간, 공간과 관련한 표현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Jackendoff(2002)의 말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필히 시
간과 공간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는 각주에서 방식과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문장에 복구시
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 물론 실제 화에서는 시간적 정보나 공간적 정보, 방식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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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38) 핵 서술 단위(nuclear predication unit)

ㄱ. 서술어가 필수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이다. 

ㄴ. 사건과 명제가 될 수 있는 가능태이다. 

ㄷ. 시간과 공간에 관한 부사어와 상과 시제에 관한 문법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ㄹ. 언어화하여 단독으로 제시할 때에는 서술어에 ‘-다’를 붙인다. 

ㅁ. 사건을 일반화한 이론적 산물이다.82)

  이제 이를 적용하여 다음 문장에서 핵 서술 단위를 추출하여 제시해 본다. 비교를 위

해 여러 학자들의 이해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함께 제시해 본다. 

   (39) 오후 1시에 그 식당에서 연우가 점심을 먹고 있었겠지요.

ㄱ. 본고의 핵 서술 단위: 연우가 점심을 먹다

ㄴ. 임동훈(2003)의 명제: 연우가 점심을 먹-

ㄷ. Chierchia(1989)의 사건류, 명제이자 원자 정보 단위: 연우가 점심을 먹-

ㄹ. 기능문법의 사태이자 핵 서술부: 연우가 점심을 먹- 

ㅁ. 본고의 명제 표상: 오후 1시에 식당에서 연우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라는 

문장에서 핵 서술 단위가 차지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정연한 

제시를 위해 문장의 어색함을 감안하면서, 부사어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 다. 

등이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곧 필요 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재적으로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사건은 반드시 시공간적 배경을 필요로 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남승호(2007: 25), Jackendoff(2002: 134)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몇몇 특이한 
동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방식, 공간, 시간은 해당 동사를 다른 동사와 구분되게 하지는 못
한다. 

82) Pustejovsky(1995: 157)에서는 시제가 없는 발화 ‘Mary build a house’는 사건의 집합을 나
타내며, 시제가 가해졌을 때에 비로소 명제가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시제
가 없는 발화, 곧 핵 서술 단위가 사건의 집합이라는 언급이다. 어떤 추상적 실체가 있고 그
것이 구체화된 것이 사건이 아니라, 세상에 사건이 있고, 그것을 일반화시킨 것이 사건의 집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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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ㄱ. 

   

ㄴ. 단우가 밥을 먹다.

  2.2.2. 사건

  지우개 하나가 있다고 해 보자. 이 지우개를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 

또한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 또한 십분 전에는 책상 위에 있었는데 지금

은 필통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우개’를 비롯한 물체는 현 세계에 존재하며, 그

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다. 평행하게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줬다고 해 

보자. 우리는 그 사건, 곧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준 사건’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단

우가 연우에게 꽃을 준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서술할 수 있다. 그렇게 본

다면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준 사건’ 역시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시간과 공간을 점유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Lyons(1977: 438-452)에서는 실체를 1차

(first-order), 2차(second-order), 3차(third-order)로 분류하고 제시한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지우개와 같은 물체들은 1차 실체이며 사건이나 과정, 사태 등은 2차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지우개’와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주는 사건’이 어떻게 다

른지 파악할 수 있다. ‘지우개’와 같은 일차 실체는 Lyons(1977: 445)의 지적처럼 2차 

실체인 사건보다 더 기초적(basic)인 층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차 실체나 명제와 같

은 3차 실체는 1차 실체에 의존하여 명사화 구문이 된다.83) 

  위에 언급된 존재자들 가운데 인식론적 측면으로는 구상적인(concrete) 존재자가 가장 

인식되기 쉬울 것이다. 여기서 구상적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한다는 말이

고, 이 특징은 다시 인식 주체에 의해 지각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

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1차 실체와 2차 실체는 그 존재가 인식되기 쉽다. 그런데 

83)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가령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준 것’에서 ‘것’과 같은 일
차 실체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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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체라고 할지라도 추상적 실체를 설정할 수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41) ㄱ. 지우개는 필기도구이다. 

ㄴ. 지우개는 내 필통 속에 있다. 

(41ㄱ)의 ‘지우개’는 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41ㄴ)의 ‘지우개’는 현실에 존재

하는 지우개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비단 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42) ㄱ. 등산은 몸에 좋은 운동이다. 

ㄴ. 이번에는 등산이 좀 힘들었다. 

평행하게 (42ㄱ)은 특정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 던 등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42ㄴ)의 등산은 화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일어난 등산을 염두에 두고 

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학에서는 이미 타입과 토큰을 구분하고 있다. 토큰은 타입의 실례화

(instantiation)이다(Lyons 1977: 13-18 참조). 흥미롭게도 토큰 역시 시간과 공간에 있

어 특수한(particular) 위치를 차지하는 유일한(unique) 물리적 실체이다(Lyons 1977: 

14).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유형 사건과 특수 사건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84) 토큰으

로서의 사건은 특수 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유형 사건은 토큰으로서의 사건을 일반화

시킨 총칭 사건과 같다.85) 

84) 이남석(2002: 32)에서는 추상적 수준에서 가능성만을 가진 타입이 사실 세계에서 개별적 속
성의 물상으로 연계된 토큰으로 되는 이른바 활성화에 한 이론적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인구어는 관사를 통해 타입인지 토큰인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한국어는 관사
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량 표현에 활성화를 의지한다. 가령 ‘나무’는 타입인지 토큰
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세 그루의 나무’라고 하면 현실 세계의 토큰으로서의 나무를 가리키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형 사건과 특수 사건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 것인가. ‘나무’가 양화
로 한정을 받는 것처럼 사건도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사건은 특수 사
건이 된다.

85) 본고의 내적 정합성으로는 총칭 사건은 ‘핵 서술 단위’와 같은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김재권은 본고의 핵 서술 단위를 총칭 사건으로 본다. 다시 한 번 ‘핵 서술 단위’를 두고 얼
마나 많은 지위가 부여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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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형 사건과 특수 사건을 구분을 하게 되면 여러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사건존재론을 다루는 언어학과 철학에서 설명하기 까다로워하는 문제 가운데 하

나는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Lyons(1977:  444)의 지적처럼 ‘같은 상황’과 ‘같은 

종류의 상황’은 차이가 없는 말이지만 ‘같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은 차이가 있다. 

이를,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이면서 설명한다. 

   (43) ㄱ. The same person was here again today.

ㄴ. The same thing happened again today. 

(43ㄱ)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왔네’라는 발화를 통해 ‘같은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 수 있다. 풀어 이야기하면 어제 온 사람과 오늘 온 사람은 동일하다는 말이다. 

만약 ‘같은 종류의 사람이 왔네’라고 한다면 어제 온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과 동일

하게 모자를 썼다든지 주사를 부린다든지 등의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왔다는 의

미가 된다. 그런데 (43ㄴ)은 그렇지 않다. 가령 여기서 말하는 ‘같은 일(the same 

thing)’이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준 일’이라고 해 보자. 특수 사건은 특정 시간과 공간

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단우가 2017년 1월 16일에 공원에서 연우에게 꽃

을 준 사건’은 결코 또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43ㄴ)의 ‘같은 일’은 결국 ‘같은 

종류의 일’을 의미하게 된다. 가령 단우가 이번에는 ‘공원에서’ 주지 않고, 또한 시간도 

현 시간으로 바뀌어서 ‘2017년 1월 17일 현재에’ 준다고 하더라도 화자는 ‘단우가 연우

에게 꽃을 준 사건’을 가지고 ‘같은 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같

은 일’은 엄 히 말하자면 ‘같은 종류의 일’, 곧 유형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건이라는 것은 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의미한다.86)87) 

86) 가령 ‘나’는 밥을 빨리 먹는다고 해 보자. 누군가가 ‘나’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넌 어제처
럼 밥을 또 빨리 먹는구나’라고 했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밥을 빨리 먹은 사건’의 빠르기는 
완벽하게 동일할 것인가? 이는 사실 물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이다. 만약 단우가 멋
진 스피커를 하나 샀다고 해 보자. 이를 본 연우가 ‘나도 그거 샀어’라고 말한다면 여기서의 
‘그것’은 단우가 산 ‘그것’일 수 없다. 다만 단우가 산 스피커와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모
델, 곧 ‘같은 종류의 스피커’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 인지의 특성으로 귀결될 수밖
에 없다. ‘같은 것’은 때때로 동일한 것을 지칭할 때도 있고, 때때로 ‘같은 종류의 것’을 지칭
할 때도 있게 된다. 다만 물체의 경우에는 ‘같은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 혼용될 수 있는 것
이고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것’만이 가능하다는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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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반복에 해서는 임채훈(2007가: 60)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사건 반복의 최소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예를 든다. 

   (44) 어떤 사건 간에도 사건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있으면 반복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 

   (45) 목격 사건: 유승이가 거실에서 라면을 빨리 먹는다. 

ㄱ. 또 유승이가 먹네.

ㄴ. 또 라면을 먹네.

ㄷ. 또 빨리 먹네.

ㄹ. 또 거실에서 먹네.

어떤 사람이 ‘유승이가 거실에서 라면을 빨리 먹는 사건’을 두고 (45ㄱ∼ㄹ)과 같이 발

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45ㄱ)을 들은 누군가는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꼭 라

면이 아니라도, 빨리 먹지 않았더라도 누구도 아니고 ‘유승이가’ 무언가를 먹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5ㄷ)도 마찬가지이다. 꼭 라면이 아니더라도 유승이

가 무언가를 빨리 먹는 것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꼭 유승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단우가 거실에서 라면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는 거실에서 먹는 것이 너무 싫어서 ‘또 거실에서 먹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

로 우리는 사건을 구성하는 각 항목 가운데 몇 가지만을 추려 그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임채훈(2007가)의 논의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된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반복된다’라는 말이고, 

‘같은 종류’의 근거는 ‘사건의 구성 요소 가운데 화자의 인지에서 현저한(salient) 것’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유형 사건(타입으로서의 사건)이 특수 사건(토큰으로서의 

사건)으로서 여러 차례 재현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유형 사건’의 반복을 그저 ‘사

건의 반복’으로 기술하는 것이다.88)

87) 물론 ‘같은 사건’이 정말 같은 사건일 경우가 있다. 가령 연우와 단우가 동일한 교통 사고를 
목격했고, 이를 두고 ‘같은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같은 사건은 같은 종
류의 사건이 아닐 것이다. 



- 59 -

  비슷한 논의를 분석철학에서도 하고 있다. 곧 Cappelen and Hawthorne(2009: 46)에

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를 보인다. 

   (46) 존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리고 빌 역시 그렇다. 

(John loves his mother and Bill does, too)

(46)의 문장은 중의성을 갖는다. 곧 빌이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어머니일지 존의 어머

니일지에 관한 것이다. Cappelen and Hawthorne(2009)은 이른바 ‘느슨한 독해(sloppy 

reading)’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2009: 91-94).89) 곧 엄격하게 독해를 한

다면 빌이 사랑하는 것은 ‘존의 어머니’여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느슨한 독해를 통해 

빌이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으로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느슨한 

독해는 람다(λ) 추출을 통해 가능하다(Cappelen and Hawthorne 2009: 92). 람다 추

출은 어떤 명제를 λ라는 논리식을 통해 일항 술어의 유형으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면 

‘단우가 연우에게 공원에서 꽃을 주었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 보자. 이때 주인공인 

‘단우’를 제외하고 ‘연우에게 공원에서 꽃을 주었다’를 전부 λ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λχ라고 한다면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단우’로 제시하면 그만이다. 곧 

‘λχ(단우)’와 같이 표상되는 것이다. λχ, 곧 ‘연우에게 공원에서 꽃을 주었다’는 ‘단

우’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곧 ‘준우’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λχ(준우)로 표상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명제화하면 ‘준우는 연우에게 공원에서 꽃을 주었다’가 된다. 가

령 ‘단우는 연우에게 공원에서 꽃을 주었다. 준우도 그랬다’라는 문장에서 ‘그랬다’는 λ

χ를 언어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구성 요소 가운데 특정 요소만을 추출하여 

λ로 묶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Davidson(1967/2001)은 사건을 특수자(particulars)로 파악한다.90) 특수자란 시

88) 이밖에 사건의 반복에 한 Davidson(1967/2001) 본인의 변명(특수자인데 어떻게 반복이 
가능한가에 한)은 9장 <Events as Particulars>을, 이론적 논의는 임채훈(2007나)의 논의를 
참조하면 유익하다.

89) ‘sloppy’를 ‘느슨한’으로 최초로 번역한 것은 이성범(1999:179)이다. 이에 따랐다. 
90) 이에 한 논의는 《Essays on actions and events》의 9장 <Events as particulars>를 보아

야 한다. 사건을 특수자로 파악하는 것은 Kim(1969:198)에서도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
건은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는 특수자이다. 이들의 차이에 관하여는 김 정(1997: 
154-157), 이한홍(2000), 박정희(2005)를 참고할 수 있다. 특별히 앞서 소개한 이한구(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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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개체를 의미한다. 앞서 ‘지우개’와 ‘단우가 

연우에게 꽃을 준 사건’에 해 이야기하 다. 이 둘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이 세

상에서 목격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처럼 사건 역시 하나의 구체적 개체(concrete 

individuals)로 취급하자는 것이 Davidson(1967/2001)의 주된 논지이다. 결국 

Davidson(1967/2001)에게 사건은 오로지 특수 사건만 해당된다.91) 본고에서는 

Davidson(1967/2001)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의 사건에 한 범

위 획정은 너무 좁다고 판단한다.

  거칠게 말하면 세상에는 일어난 사건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다. 논리적으로

는 일어나지 않은 일은 말 그 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야

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상상이나 가정, 일반화 등의 인지 작용을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해 이야기할 수 있다. 

   (47) ㄱ.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내 취미이다. 

ㄴ. 어제 새로 산 카페트 위에서 라면을 먹은 것이 아내를 화나게 했다. 

ㄴ. 새벽 1시에 라면을 먹은 것이 아내를 화나게 했다. 

ㄷ. 단우가 오늘 라면을 먹을 차례이다. 

  (47)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 가운데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47ㄴ,ㄷ)에 국한

된다.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라면을 먹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47ㄴ,ㄷ)과 같은 

경우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하지만 (47ㄱ)은 사건 발생 시간을 

는 김재권과의 인터뷰의 내용이다. 여기서 김재권은 자신과 Davidson이 사건을 바라보는 차
이점에 해 언급한 바 있다. 요약하면, Davidson은 사건을 언어로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루었고, 김재권 자신은 사건 자체의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 본고는 사
건과 그 언어적 기술에 해 다룬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Davidson의 이론에 치우쳐 있다. 

91) Davidson은 너무 극단적으로 경험론적 바탕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추측해보
건 , 이러한 Davidson의 입장은 추상적 명제가 육화된 것이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Chisholm
과의 논쟁에서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로써 단칭어가 사건을 지칭할 수 있다고 한 그의 입장
도 설명이 된다. 단칭어의 척점에 있는 단어는 총칭어라고 할 수 있다. 단칭어는 고유명사
와 같은 기능을 한다. 곧 특수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Davidson에게 사건은 특수자이기 때문
에 이를 가리키는 명사적 표현 역시 단칭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사건
은 특수자일 수도 있지만, 총칭적 실체일 수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비현실적 실체일 수
도 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가리키는 데에 단칭어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는 체로 단칭어를 위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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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 수 없다. 공간 역시 그러하다. 곧 (47ㄱ)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습관으로 

해석되고, 이는 총칭 사건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관형사 내포절이 되어서는 

현재로 실현되었다.92) (47ㄷ)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물론 해당 사건은 특정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가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사건은 이와 같이 특정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일어난 특수 사건과 아직 발

생하지 않은, 다소 추상적인 비현실 사건으로 나뉜다. 이때 비현실 사건의 범주에는 총

칭, 습관, 의무, 가능, 미래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며 앞서 논의한 유형 사건도 일종의 

총칭 사건으로 비현실 사건의 하나로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4.3에서는 ‘관형사 

절 + 것’ 구조로 나타나는 표현에 해 다룰 것인데, 이때 ‘것’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에 

‘-ㄴ’과 ‘-ㄹ’의 립이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관형사 내포절의 ‘-ㄴ’,과 ‘-ㄹ’을 상 

범주로 볼 것인지, 시제 범주로 볼 것인지, 양태 범주로 볼 것인지에 한 논의가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문숙 (2005)을 따라 이를 현실과 비현실의 립으로 본다.93) 곧 의

미론적으로 ‘-ㄴ’, ‘-ㄹ’의 립은 일어난 사건인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지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는 Davidson(1967/2001)이 엄격히 일어난 사건만을 사건으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본고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사건의 범주 아래 

귀속시킨다.

  Davidson(1967/2001)을 따라 사건을 특수자로만 국한시키고 나면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부분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할지가 난감해진다.

   (48) ㄱ. 단우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ㄴ. 선생님께서는 이번 반 계주에서 단우가 달릴 것을 희망하고 계신다. 

(48)의 밑줄 친 부분을 혹자는 명제로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다.94) 하지만 장경희

92) 현재의 기본적 의미는 습관, 총칭, 상태(habitual, generic, stative)라고 할 수 있는데, 주지하
다시피 습관문과 현재 시제는 접한 관련성이 있다(Bybee et al 1994: 152). 또한 전 철
(2013나: 85)에서도 현재 시제는 가장 무표적인 시제로서 총칭문의 범시간성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제라고 말하고 있다. 

93) 이를 임동훈(2009)에 따라 서실법(realis)과 서상법(irrealis)의 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94)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지만, 추상적인 것, 곧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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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28-129)에서도 ‘-ㄹ’의 의미가 양태가 아닌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건의 

양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기는 하여도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건의 일종이다. 다만 (48ㄱ)은 특수 사건을 일반화한 일종의 총칭 사건

이고 (48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 둘은 비현실 사건이

라는 범주 아래에 묶인다. 

  4.3에서 다룰 것이지만 (48)의 예문은 각각 ‘단우는 달린다는 것을 좋아한다’와 ‘선생

님께서는 이번 반 계주에서 단우가 달린다는 것을 희망하고 계신다’ 등으로 치환해 보

면 어색해 진다. 명제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는 단우가 달린다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

와 같이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허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48ㄱ,ㄴ)의 밑줄 친 부분

에 명제가 아닌 별도의 의미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건95)을 정리해 본다. 

   (49) 사건: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나는, 일어날 일96)

ㄱ. 특수 사건과 비현실 사건이 있다.

ㄴ. ‘같은 사건’에는 ‘같은 종류의 사건’ 역시 포함된다. 여기서 ‘같은 종류’를 결정

하는 속성은 화자의 인지에 현저하게 포착된 것이다.  

ㄷ. 언어화하여 단독으로 제시할 때에는 서술어에 ‘-다’를 붙인다. 

  한편 김재권(1976, 1995)은 일련의 논의를 통해서 사건을 예화(exemplification)로서 

파악한다. 이를 ‘사건에 한 속성 예화 설명(the property exemplification account of 

event)’이라고 한다(Kim 1976: 160-161). 그의 논의들은 사건을 개체와 속성, 시간으로 

그동안 명제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95)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본고의 사건은 상태(state)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체 층

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를 통해 표상되는 개념 역시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
과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라면 사건의 역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96) 일어나지 않은 일에 어떻게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해서는 염재일(2011: 229-235)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서술
어가 전통적으로 상정해온 논항 이외에도 시간 변수와 가능 세계 변수를 논항으로 포함한다
는 것을 몇몇 최소주의자(minimalist)들의 논의를 소개해가며 설명하고 있다. 가령 ‘사랑하다’
와 같은 경우는 ‘사랑하다(w,t,x,y)’로 표상되고 이를 풀어 쓰면 ‘w 세계에서 t 시간에 x가 y
를 사랑하다’이다. 곧 총칭 사건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건 만약 일어난다면 어떤 세
계x에서 어떤 시간t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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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것으로서 파악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50) Existence condition: Event [χ, P, t] exists just in case the substance χ has 

the property P at time t. 

(50)에서 보듯이 사건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실체 χ가 시간 t에 속성인 P를 예

화해야 한다. 가령 ‘사자가 고기를 먹는 속성’이 있다고 해 보자. 이를 서울 공원에 있

는 ‘사돌이가’, ‘2017년 1월 16일 오후 3시에’ 고기를 먹었다면, 이는 [사돌이, 사자가 

고기를 먹음, 2017년 1월 16일 오후 3시]과 같은 구조를 가진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

러한 식의 김재권(1976, 1995)의 사건 설명은 사건과 별도로 사건이 구체화되기 전의 

추상적 사건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그는 ‘총칭적 사건(generic 

event)’이라고 한다(Kim 1976: 160). 가령 ‘담배를 피움’이라는 속성으로서의 총칭적 사

건이 있다고 해 보자. 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화가 상정될 수 있다. 

   (51) A: 야, 아까(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10분) 담배 피우고 지금(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20분) 또 피우냐.

B: 왜 나한테만 그래. 쟤(C)도 지금(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20분) 피우잖아. 

A는 B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핀잔을 준다. B는 ‘2018년 1월 21일 오후 3

시 10분’에도 담배를 피웠고 화 상 ‘지금’인 ‘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20분’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B가 C도 담배를 지금인 ‘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20분’ 피우고 있다며 자신을 변호한다. B라는 개체가 아까 담배를 피운 일과 지금 

담배를 피우는 일, 그리고 다른 개체인 C가 B와 동시간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존

재한다. 김재권(1976, 1995) 식의 이해라면 다음과 같이 사건이 표상될 것이다. 

   (52) ㄱ. [χ, P, t1]- [B, 담배를 피움, 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10분]

ㄴ. [χ, P, t2]- [B, 담배를 피움, 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20분]

ㄷ. [y, P, t2]- [C, 담배를 피움, 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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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1976, 1995)에게는 (52ㄱ,ㄴ,ㄷ)은 그 어떤 것도 동일한 사건이 될 수 없다. 그

가 말하고 있는 사건의 동일성 조건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Kim 1976: 161). 

   (53) Identity condition: [χ, P, t,] = [y, Q, t'] just in case χ=y, P=Q, and t=t'.

  이런 식의 이해라고 한다면 (52ㄱ)과 (52ㄴ)은 동일한 개체가 동일한 속성을 이 세상

에 실현시키지만(예화) 그 시간 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일 수 없다. 또한 (52ㄴ)과 

(52ㄷ)은 동일한 속성을 동일한 시간에 이 세상에 실현시키지만 그 실현시키는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일 수 없다. 결국 김재권(1976, 1995)에게 있어서도 사건은 

Davidson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과 공간에 특정 개체가 실현시키는 특수자이다. 

  이 논의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속성 P를 총칭적 사건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김재권(1976, 1995)의 속성 P, 총칭적 사건은 본고에서는 ‘핵 서술 단위’로 파악되는 것

이다. (50)에서 보듯이 특수 사건의 존재는 총칭적 사건이 어떤 시간에 누군가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총칭적 사건은 시간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다. 가령 김재권(1976, 1995)에게 ‘단우가 떡을 먹었다’가 특수 사건이라면 ‘단우가 떡

을 먹-’은 총칭 사건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총칭 사건은 비현실 사건의 하나로 귀

속된다. 곧 총칭 사건도 시제를 통해서 실현되어야97) 비로소 총칭 사건이라 할 수 있

다. ‘핵 서술 단위’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명제나, 총칭 사건, 속성 등으로 파악

하여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이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론적 산물인 핵 서술 단위를 실재로서 상정하는 입장은 Chisholm(1970, 

1981)의 논의와 맥이 닿아있다. Chisholm(1976: 125)에서는 사건을 어떤 명제 P의 구

체적 발생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54) A proposition p is a concrete occurrence iff there is a set A such that P is 

concretized by A at some time t.

97) 보통 총칭 사건은 현재 시제로 실현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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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holm에게는 사건은 사상98)의 일종으로 추상적인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명제에서 시간 요소가 빠지게 되면 사

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김 정 1997: 155-156 참조). 이러한 이해

는 Davidson과 정반 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55) ㄱ. 사건(추상자): 단우가 담배를 피움

ㄴ. 구체화된 사건: 단우는 어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ㄷ. 반복된 사건: 단우는 오늘도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Chisholm에게 사건은 (55ㄱ)과 같기에 (55ㄷ)처럼 얼마든지 그 사건이 구체화 되면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김재권(1976, 1995)의 경우에는 (55ㄱ)을 속성 p라고 부르며 

이를 일종의 총칭적 사건으로 이해했을 터이다. Chisholm에게는 (55ㄱ)이야말로 사건이

므로 김재권(1976, 1995)의 입장보다 사건을 더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문장은 추상적 사건이 육화(incarnation)하여 현실의 시간과 공간

의 한정을 받는 실재로서 드러난 것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문장이 무엇을 나

타낼 수 있는가에 한 질문에 김재권(1976, 1995)과 Chisholm은 구체화된 사건을 나

타낸다고 답할 것이고, Davidson(1967/2001)과 본고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답하기 어렵

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이상의 논의들은 본고의 핵 서술 단위를 실재하는 무언가로 보고 있다는 점

이다. 혹자는 이를 사건으로 파악하고 혹자는 이를 명제로 파악하며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어학에서의 그간의 명제 이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

된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추상적인 서술어가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 

곧 핵 서술 단위를 명제로 파악하려고 한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의 정점이

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실제 세계의 책상이 존재하기에 앞서 저기 어딘가

에 책상의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것과 같은 오류가 언어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서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상이 있고, 이를 일반화할 때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98) 김 정(1997: 155)에서는 states of affairs를 추상자로 보는 경우에는 사상(事象)으로, 구체
자로 보는 경우에는 사태(事態)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Chisholm의 states of affairs를 사상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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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다. 보편적 법칙이 있어서 개별자가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핵 서술 단위’는 고정적 실체로서 현존하는 것이 아닌 세상 지식에 의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가변적 단위이며99), 사후적(post-factum)으로 설정하여 포착한 

이론 내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반면 사건은 어떤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점하며 존재

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실 사건과 비현실 사건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다시 총칭 사건과 예정, 미발생, 가능성, 의미 추측 등과 같은 사건으로 나뉜다. 이에 

해서는 4.3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라는 

문장에서 사건이 차지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56) ㄱ.

ㄴ.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2.2.3. 명제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를 다시 한 번 사용해 

보자. 바로 앞선 절의 (56)에서 보인바, 이 문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기술을 찾자면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까지에 해당한다. 곧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어휘적, 문법적 요소 역시 포함해야 한다.100) 곧 어휘적 수단인 부사어와 문

법적 수단인 상과 시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다. 

99) 본고의 핵 서술 단위는 서술어가 필수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체이다. 곧 필수 논항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곧 Kearns(2000:187)의 지적처럼 모든 
동사에 있어서 논항의 필수성과 수의성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100) Dik(1997a: 50)에서는 이를 ‘확장된 서술부’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해서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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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ㄱ.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ㄴ.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 ‘세 시 쯤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면, 이 사건을 두고 화자는 (57ㄱ)과 같이 있는 그 로 사건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

다.101) 한편 (57ㄴ)은 화자에게 ‘세 시 쯤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사건’에 

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곧 단언이 아닌 추측에 그치고 있

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57ㄴ)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지를 볼 수 있다. 바로 ‘-을 것이-’라는 우언적 구성을 통해서이다. 한편으로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의 작용범위인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견상으로는 막 논의한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

다.

  명제와 가장 접한 연관성을 가진 문법 범주는 바로 양태이다. 그간의 양태 논의에

서는 주로 ‘X에 한 Y’의 꼴로 양태가 정의되어 왔다. 여기에서 X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Y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정신적 태도,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 등으로 규정되어 왔는데(장경희 1985, 이선웅 2001, 임동훈 

2003, 박재연 2006, 박진호 2011 등) 이들은 거의 동소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02) 예외적으로 장경희(1985: 9)에서는 양태를 “사건에 한 화자의 정신적 태

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곧 양태가 ‘명제’에 관한 것이 아닌 ‘사건’에 

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장경희(1985: 9)는 양태를 사건이 아닌 문

장의 내용(곧 명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화자의 태도가 추상적인 개념을 상으로 행

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반 한다는 입장이다.103)

101) 거듭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57ㄱ)이 사건인 것은 아니다.  
102) 한편 박재연(2006)에서는 Lyons(1977: 452)가 “명제에 한 화자의 태도”로 양태를 정의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Lyons(1977)의 이 부분의 논의는 평가부사어를 비롯한 문장부
사어에 관한 것이다. Lyons 자신도 이러한 부사어들이 양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을 알아
두라는 식으로 논의를 마친다. Lyons(1977)는 ‘양태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다만 17장에서 양태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103) 하지만 이후의 장경희(1995, 1998)의 논의에서는 명제에 한 것으로 논의가 수정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진호(2011: 310)에서도 양태를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사태에 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곧 이 논의에서의 X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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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의 일부를 발췌하여 보도록 하자. 

   (58) 2.1 우리는 마음에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 

2.141 그림 자체도 사실이다.

2.1512 그림은 사물에 잣 를 어 재듯이 실재에 어진다.

4.001 명제들 전체가 언어다

4.023 명제는 실재를 ‘예’ 또는 ‘아니오’라고 양자택일로 답하도록 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제가 실재를 완벽하게 기술해야 한다. 명제는 사태에 관

한 기술이다. 

4.21 ‘가장 단순한 종류의 명제’ 즉 ‘요소 명제’는 어떤 사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세계에서 세 시 쯤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해 보자. 그리고 화자

가 이를 목격했고, 이에 한 그림을 언어로 그렸다고 해 보자. 마지막으로 이 목격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그 로 보고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자.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로는 

현실 세계에서 ‘세 시 쯤에 세 시 쯤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사태이다. 

이것이 머릿속으로 개념화되어 들어갈 때 이를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혹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그림 혹은 사실을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라고 부른다. 

  본고에서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현실 세계에 사건이 있다. 인식 주체는 이를 개념화

하여 머릿속으로 포섭한다. 그리고 이를 누군가에게 있는 그 로 전달할 때에는 발화라

는 언어적 형식을 빌린다. 청년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이 셋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렇기에 그에게 문장은 평서문이자 명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고

에서는 이를 구분한다. 현실 세계의 사건과 이를 인지 주체가 개념화한 사건,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화자가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섞인 발화(화행)는 엄

연히 구분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 시 쯤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

제 혹은 사태인데, 이러한 ‘명제’와 ‘사태/사건’의 구분은 Palmer(2001)에서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를 나눈 것을 의식한 것이다. 곧 양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화자인가 사태 내 행위주인
가에 따라 문법 기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경희(1985)에서 말하는 사건과는 그 결
이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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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라는 문장은 사건과 명제, 발화가 동일한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경희(1986: 250)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한다. 

   (59)

논의의 첫 단계에서 개념화를 다룬 바 있다. 인지 주체는 현실 세계(혹은 가능 세계)에

서 일어나는 사건을 머릿속으로 포섭한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의 사건과 머릿속 개념으

로서의 사건이 있다. 언어 형식은 바로 현실 세계에 가 닿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매개

로 하여 현실 세계에 닿게 된다. 세계의 사건은 개념화되어 머릿속에 저장된다. 그리고 

인지 주체는 이 개념을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으로 구분한다. 중요한 것은 장경희

(1986)의 도식에서 파악하는 ‘정보’라는 역에는 본고에 따르면 개념화된 사건만이 아

니라 명제, 사실, 화행 등이 있다는 것이다. 장경희(1986)에서는 다만 이를 ‘명제적 정

보’라고 하여 ‘명제’로서의 성격을 강조했을 뿐이다. 반면 본고에서는 이 정보에 여러 

지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가령 문장을 “설마 세 시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겠어?”와 같이 조정해 보

자. 비트겐슈타인에게 이와 같은 문장은 논의의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 표

상하는 특정 세계의 사건은 ‘세 시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이다. ‘설마’나 

‘-겠어?’는 세계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요소이다. 해당 사건이 화자의 머릿속에서 개념

이 되고 이 개념이 명제로 층위가 변환된 후에야 이런 종류의 한정을 가할 수 있게 된

다. 이때 한정의 상이 되는 ‘세 시에 단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화자의 언어적 연산의 상이 되는 명제인 것이다. 이제 화자는 이를 

토 로 발화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는 의문형이 되는데, 이를 통해 청자에게 답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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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건과 명제와 발화는 그 지위가 제각각이다. 하지

만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실세계의 이 사태가 있는 그 로 언어화되어야 하고 이것은 현

실을 그 로 반 한 명제 던 것이다. 또한 이 명제가 그 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

는 평서문이 된다. 이처럼 분석철학의 논의에서는 사건과 명제, 사실, 심지어 평서문에 

이르기까지 그 구분이 만만치가 않게 되는 것이다. 장경희(1985)의 논의에서 굳이 양태

의 적용이 문장의 내용이 아닌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는지 이해가 가는 목

이다. 

  존재론적 지위가 상이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Lyons(1977)

에서는 실체를 1차(first-order), 2차(second-order), 3차(third-order)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차 실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yons 1977: 445). 

   (60) 3차 실체의 특징

ㄱ. 3차 실체는 관찰이 불가능함

ㄴ. 공간 및 시간 속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없음

ㄷ. 실재가 아닌 참과 거짓의 문제를 갖는 것임

ㄹ. 믿음, 기 , 판단 같은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의 상이 됨

(57ㄴ)의 화자는 발화를 할 때, 머릿속에서 일종의 연산을 행했다. 바로 어떤 정보의 진

위치, 혹은 신빙성에 하여 나름 로 계산을 하여 자신의 확신의 정도를 부호화하여 

발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연산의 상은 무엇인가. 바로 머릿속에 있는 정보이다. 이

는 현실 세계의 어떤 사태를 나름 로 정보화한 3차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있기

는 있으나 현실 세계에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의 추

상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제의 특징이다. 양태가 화자가 어떤 정보

에 하여 행하는 이런저런 정신적 연산 행위임을 감안할 때, 양태의 상은 사건이 아

닌 바로 이 명제가 되어야만 한다. 

  바로 여기에 문법 기술의 난점이 있다. 앞서 (57ㄱ)을 다시 가져와 보자. 

   (57) ㄱ.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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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어떤 사건에 한 기술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과 같은 화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61) A: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B: 오, 그래? 그거 얼마나? 한 30분 먹었나?

C: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믿어. 걔 그렇게 말해놓고 피시방에 있었을 수도 있

어. 

(61)에서 A 화자는 자신이 경험, 목격한 사건을 있는 그 로 기술하 다. 이에 한 반

응은 B와 C에서 갈린다.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언어 형

식을 B와 C는 모두 ‘그것’으로 지칭한다.104) 그러면서 B는 그 사건이 지속된 시간에 

해 묻는다. 곧 현실 세계에서 그 사건이 지속된 시간에 한 질문이다. 하지만 C는 ‘그

것’을 정보로 처리하고 그 정보의 진위치에 의심을 갖는다. 정리하면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에서 사건에 한 기술은 ‘세 시 쯤에 단우

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이다. 그리고 이 문장의 명제는 이를 평서문으로 표상한 

것과 같은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의 

상이 사건 같기도 하고 명제 같기도 한 것이다. 물론 양태의 상은 명제이다. 명제

는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개념화된 사건이 고스란히 그 층위가 변환된 실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명제에 한 정리는, 우선 명제를 성기게 정의를 내린 후에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필

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갈음해야 할 성싶다. 우선 언어철학

자인 박병철(2009: 25)의 견해를 따르면, 명제는 글이나 말이 담고 있는 내용 혹은 생

각이고, 문장은 무엇인가가 언어화되어 표현된 것이다. 문장과 명제가 동일하지 않음은 

위에서 충분히 밝혔다. 생각보다 명제는 단순하다. 명제는 어떤 언어 형식의 한 단위(입

말의 경우 발화 단위, 글말의 경우 문장) 안에서 찾아지는 핵심 내용, 생각이다.105) 특

104)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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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는 (62)와 같이 Lyons(1995: 141)에서 제시한 것과 (63)과 같이 고전적 명제

주의자106)인 Cappelen & Hawthorne(2009: 1)에서 제시한 것107)을 비교해 가면서 살

펴보자.

   (62) ㄱ. 참이나 거짓인 것

ㄴ. 인식, 믿음, 의심의 상인 것

ㄷ. 단언, 부정, 질문의 상인 것

ㄹ.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그 로 유지되는 것 

   (63) ㄱ. 논제1: 명제들이 있고, 명제들은 참 혹은 거짓이라는 근본적이며 단일한 속성을 

예화한다. 

105) 이러한 문장과 명제의 관계에 한 이해는 상황의미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기용(1998: 
54)을 직접 인용하면 “서술문은 진술할 때 흔히 쓰이는 언어 표현의 유형이다. 이 서술문은 
곧 언어의 일부인 반면에, 진술은 화자가 이러한 서술문을 사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행위이며, 명제는 이러한 진술에 의해 표현된 그 내용이다.”  

106) 명제에 한 논의는 고전적 명제주의와 비고전적 명제주의로 나뉜다. 고전적 명제주의는 
‘비가 온다’라는 명제를 그 이면에 ‘시간 t에, 공간 p에서’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시간 t
에, 공간 p에서 비가 온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고전적 명제주의는 ‘비가 
온다’는 있는 그 로 ‘비가 온다’일 뿐이다. 최동호(2016)에서는 고전적 명제주의를 (시간과 
공간에 한 정보가 있어서 명제가 뚱뚱해지므로) ‘두꺼운 명제’로 비고전적 명제주의를 (시
간과 공간에 한 정보가 없으므로) ‘얇은 명제’로 부르고 있다. 이 논쟁은 이제까지의 논의
와 다 통한다. 곧 명제에 시간과 공간 정보가 포함되는가, 사건은 추상자인가 구체자인가 등
의 문제가 다 같은 맥락이다. 본고에서는 경험론, 유명론의 입장을 견지한다. 고전적 명제주
의와 비고전적 명제주의에 한 자세한 논의는 최동호(2014, 2016)를 참조할 수 있다. 

107) 원문은 다음과 같다.  

   ㄱ. T1: There are propositions and they instantiate the fundamental monadic properties of truth 

simpliciter and falsity simpliciter.

   ㄴ. T2: The semantic values of declarative sentences relative to contexts of utterance are 

propositions.

   ㄷ. T3: Propositions are, unsurprisingly, the objects of propositional attitudes, such as belief, 

hope, wish, doubt, etc.

   ㄹ. T4: Propositions are the objects of illocutionary acts; they are, e.g., what we assert and 

deny.

   ㅁ. T5: Propositions are the object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 73 -

ㄴ. 논제2: 발화 문맥에 관련된(발화에서 사용되는) 평서문의 의미값들은 명제들이

다. 

ㄷ. 논제3: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명제는 믿음, 희망, 바람, 의심 등과 같은 명제 태

도의 상이 된다. 

ㄹ. 논제4: 명제는 발화수반행위의 상이 된다. 가령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부

정하는 내용이 된다.

ㅁ. 논제5: 명제는 누군가에게 동의의 상이 되거나 비동의의 상이 된다. 

  어떤 요리 경연 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에 참가한 요리사들에게 오징어라

는 재료가 그날의 과제로 주어졌다. 요리사는 이 오징어를 있는 그 로 내놓을 수 있다. 

이른바 오징어회이다. 아니면 데쳐서 초장에 찍어먹을 수도 있다. 혹은 볶음을 하거나 

국을 끓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요리사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분명한 건 요리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징어라는 것이다. 요리사에게 있어서 오징어는 주어진 것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요리 방법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

할 수 있다. 오징어를 있는 그 로 회로 제시한다면, 오징어는 있는 그 로 전달 될 것

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요리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요리사는 오징어가 

더 맛있게 보일 수 있도록 오징어가 담기는 접시를 선택할 수 있고, 오징어가 담기는 

각도 정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108) 한편 요리사가 어떤 요리를 했다면 요리사는 

오징어에 분명 무엇인가를 한 셈이다. 

  명제는 오징어와 같다. 오징어가 요리사에게 주어진 것처럼 명제는 인식 주체에게 정

보로서 주어진다. 그리고 이 인식 주체는 이 명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다. 있는 그 로 보고할 수도 있고109), 그 정보에 해 의심할 수도 있으며, 그 정보

를 토 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이 정보를 부인할 수도 있고, 이 정

보를 토 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명제를 명제로서 성립하게 만드는 필요조

건들이 바로 (62)와 (63)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의 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08) 오징어가 담기는 각도에 해서는 3장에서 ‘태’를 다루는 부분을 이어 보라. 
109) 물론 이 경우에는 인식 주체가 현실의 어떤 사건을 보고 이를 그 로 말로 재현하는 경우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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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명제: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ㄱ.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ㄴ.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ㄷ.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니?

연우라는 화자가 단우가 세 시쯤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해 보자. 연

우는 이를 누군가에게 그 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64ㄱ)이다. (64ㄱ)은 어떤 

사건에 한 있는 그 로의 보고를 한다. 만약에 이를 ‘네 시 쯤’이라고 하거나 식당이 

아닌 ‘자기 방에서’라고 수정한다면 현실을 있는 그 로 보고한 것이 아니게 된다. 곧 

‘거짓’이 되는 것이다. 또한 먹고 있지 않고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거나 먹지 않고 있었

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거짓’이 된다. 연우가 본 현실은 단우가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었기 때문이다. 잘라 말하면, (64ㄱ)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64

ㄱ)은 (64ㄱ)의 명제를 평서문으로 표상했을 경우와 일치한다. (64ㄴ)은 ‘세 시 쯤에 단

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화자가 추측을 한 경우이다. 곧 

핵심 내용으로서의 명제는 그 로 유지되며, ‘아마’와 ‘-을 것이-’와 같은 부사어, 우언

적 구성은 핵심 내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 귀속된다. (64ㄷ)은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참인지 질문을 한다. 곧 일종의 질문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도 ‘-니’가 핵심 내용인 명제에 귀속되지 않는다. 

곧 명제 바깥의 상위언어적 역인 화자에 귀속되는 것이다. 

  (64)의 예에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채로 명제를 운용하기란 어렵다. 

거듭 강조하지만, 명제에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가리는 데에도, 추측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화행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에 관한 어휘

적 수단인 부사어나 문법적 수단인 선문말어미, 우언적 구성 등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 이제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며, 2.1.1의 (18)에서 성기게 정리한 명제를 다음

과 같이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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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명제: 쓰임문의 한 단위(입말의 경우 발화 단위, 글말의 경우 문장) 안에서 찾아지

는 핵심적인 내용이나 생각.

ㄱ. 명제에는 시간과 공간에 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부호화하는 부사어나 우언적 구성, 선문말어미는 명제 내부에 위치한다. 

ㄴ. 진위 판별의 상이 된다. 

ㄷ. 추측, 평가의 상이 된다. 

ㄹ. 화행의 재료가 된다. 

ㅁ. 명제는 평서문으로 표상된다(언어화하여 단독으로 제시할 때에는 서술어에 ‘-다’

를 붙인다)

  이제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라는 문장

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6)

  이쯤에서 핵 서술 단위와 사건, 명제, 인지 주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논

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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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핵 서술 단위, 사건, 명제와 인지 주체의 관계

 

우리는 살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감각하거나 추론하면서 살아간다.110) 이때 인

식 주체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인지 작용은 개념화일 것이다. 용어 설명에서 한 차례 

설명하 지만, 반복하자면, 개념화(conceptualization)는 화자가 실재 또는 상상의 지시

세계에서 지각한 것들 중에서 일정한 수의 요소를 선택하여 언어적 기호로 바꾸고 기의

를 선택하는 정신적 기제(mechanism)이다(윤우열 1993: 262). 

  가령 현실 세계의 특수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육

하원칙을 가진다. 하지만 인지 주체는 이 가운데 인지 주체에게 현저한(salient) 특정 요

소만을 개념화한다. 우리는 이렇게 개념화된 사건들을 토 로 다시 일반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일반화는 인류 전체에 걸친 거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삶에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다. 가령 전자와 같은 예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말이 

있을 것이다. 이는 공시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통시적으로는 무구한 역사를 걸쳐 일

반화된 불변의 진리이다. 후자와 같은 예로는 ‘김 과장님은 토요일마다 등산을 한다’와 

110) 여기에서 감각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 기반한 사건에 한 것이고, 추론한다는 것은 가능 
세계에 기반한 사건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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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습관문이 있을 것이다. 관찰자는 김과장이 토요일마다 등산을 하는 것을 지각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화자는 일반화를 도모한 것이다.111)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일반화를 통해 언어에 한 문법을 구축하기도 한다. 가령 ‘먹다’

라는 동사는 ‘누가’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화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주다’라는 동사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와 같이 세 개의 

항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각을 통해 경험한 후 일반화한 결과이다.112) 요컨 , 우리는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구축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논항을 일반

화한다. 이렇게 일반화를 통해 서술어가 필수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체를 상정한 것

을 핵 서술 단위라고 할 수 있다.113)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개념화한 사건을 다시 명제로 그 층위를 변환시킬 수 있다. 이

때의 생성물이 언어적 연산의 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명제에 

해 참이나 거짓을 따져볼 수도 있고, 그 명제에 해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다. 혹은 해

당 명제를 있는 그 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인지적 과정으로 보자면 우리가 현실에서 사건들을 감각하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앞

선다. 그 후에는 개념화된 사건들을 토 로 우리는 일반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명제로의 

층위 변환을 도모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후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할 때

에는 핵 서술 단위가 가장 앞선다고 할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핵 서술 단위도 명제도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 추상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핵 

서술 단위가 명제로 오인되고는 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Fillmore(1968)와 이에 

기댄 임동훈(2003)이 그러했고, 언어 철학에서는 Chisholm(1970, 1976, 1981)이 그러

했으며 이에 맞닿아 있는 Kim(1976)이 그러했다. 그리고 앞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장

111) 여기에서 가능 세계의 비현실 사건과 문법 차원에서 포착된 비현실 사건의 차이가 모호해
진다. 하지만 추론의 상이 되는 가능 세계의 비현실 사건도 결국 인지 주체가 일정한 수의 
요소를 선택하여 개념화시킨 후에 문법 차원에서의 비현실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
질 것이다. 

112) 우리가 하는 흔한 실수는 바로 이것이다. 어떤 동사가 본유적으로(inherently) 그러한 속성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에 해 아니라고 답하는 셈이며, 그런 점에서 
경험론의 입장에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한다.

113) 핵 서술 단위는 사건의 일반화를 통해 성립되지만, 사건을 일반화한다고 핵 서술 단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일반화를 통해 우리는 총칭문을 도출하기도 하고 습관문을 도출하
기도 한다. 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반복 사건, 유형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화라는 인지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 여러 실체 가운데 하나가 핵 서술 단위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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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층위 구조에 해 다루는 노마 히데키(1996, 한국어 저작)와 野間秀樹(2012, 일본어 

저작)에서도 본고의 핵 서술 단위를 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Pustejovsky(1995)에서는 핵 

서술 단위에 오히려 사건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핵 서술 

단위를 명제로 간주하는 문법 기술은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한다. 

  2.2.4. 사실

  어떤 층위들은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층위들과 비교를 해 볼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사실’이라는 의미 층위 역시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우선은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제와 무엇이 다른지를 보는 것이다.114)

  우선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68) ㄱ.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은 지난 여름이었다. 

ㄴ.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ㄷ.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이 나는 유감스럽다.  

(68)의 예문은 공통적으로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이라는 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서 ‘합격’은 일종의 서술 명사인데 (68ㄱ)에서는 사건으로 (68ㄴ)에서는 명제로, (68ㄷ)

에서는 사실로 해석된다. (68ㄱ)에서 ‘합격’이 사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서술어가 

해당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곧 합격이라는 사건은 

지난 여름에 일어났다. 한편 (68ㄴ)의 합격은 화자에게 의심의 상이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여기에서의 ‘합격’은 당연히 참값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68ㄷ)의 

114) 러셀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사실’은 본고에서의 ‘사실’과 전혀 다른 쓰임을 갖는다. 이들에게 
사실이란 어떤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실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본고의 ‘사
건’ 이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Russell(1919)에 따르면 이 세상의 사태들은 원
자적 사실(atomic fact)에 이르기까지 분해된다. 이 원자적 사실을 언어적으로 나타내면 원자
적 명제(atomic proposition)가 되는 것이다. 한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도 동일
한 입장을 갖고 있다. “1.2 세계는 사실들로 나뉜다. / 2.1 우리는 마음에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 / 4.01 명제는 실재의 그림이다. / 4.001 명제들 전체가 언어다.” / ４.21 ‘가장 단순
한 종류의 명제’ 즉 ‘요소 명제’는 어떤 사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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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은 기정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해 화자는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다.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지만 명제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명제와 사실은 

화자에게 언어 연산의 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어 연산이라고 함은 화자의 어

떤 명제에 한 의심, 추측, 확신, 평가 등이 될 것이다(오징어로 요리를 하는 것을 기

억해야 한다). 문제는 명제가 화자에게 있어 평가의 상이 될 때이다. 이때의 명제는 

그 진리치가 참이 아니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립하지도 않은 어떤 일에 해 이

러니저러니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일

단 거칠게 말하면, 사실은 화자에게 그 진리치가 참으로 확정되어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애(2012나: 225)에서는 전제를 명백히 사실인 정보라기보다 화자들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되는 배경 정보로 정의하고 있

다.115) 사실 층위는 일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김경애(2012나)의 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층위는 현실 세계에서 참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화자와 청자의 담

화에 있어 인지 주체가 이를 참으로 인식하고 담화를 이어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

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69) 사실: 화자에게 진리치가 참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의 명제

ㄱ. 화자에게 있어 평가의 상이 된다.

ㄴ. 화자가 담화를 이어감에 있어 전제가 된다. 

ㄷ. 존재론적으로는 명제와 동일하다(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지 않는다). 

ㄹ. 언어화하여 단독으로 제시할 때에는 서술어에 ‘-다’를 붙인다. 

  본고의 서두에서 다음의 (70)을 포함하는 몇몇 예문을 보 다. 이 예문의 중의성은 

바로 사건과 사실의 중의성으로 인해 비롯된다. 

115) 이외에 Stalnaker(2002)는 전제를 화에 참여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기반(common 
ground)으로 보고 있다. 곧 특정 내용이 담화참여자(화자와 청자)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비롯
하여 수용(accommodation)을 통해 담화 상에서 공통기반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공통기
반화된 어떤 내용, 곧 공통으로 참으로 믿은 그 내용이 전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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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ㄱ. 김단우의 새벽 3시의 전화는 매우 건방졌다.

ㄴ. 김단우는 새벽 3시에 건방지게 전화를 했다. 

ㄷ.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을 무시했다. 

ㄹ.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무시했다. 

  (70ㄱ)에서 화자는 화가 난 것 같다. 아마 김단우가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서는 욕을 

했을 수 있다. 곧 김단우가 새벽 3시에 했던 전화의 진행 방식은 매우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70ㄱ)은 화자가 그 전화 사건의 방식(manner)에 해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건방지다’라는 술어는 사건에 귀속된다. 앞서 살펴본 사건을 잘 떠올려

보자.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며 펼

쳐지는 전개 과정도 있게 마련이다. 이 전개 과정이 어떠함을 보통 방식이라 하는 것이

다.116) 이를 술어가 아닌 부사어로 부호화시킬 수 있다. 곧 화자는 방식부사어로 그 사

건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70ㄴ)에서 ‘건방지게’라는 부사어가 갖는 한 해

석이다. 

  한편, 화자가 사건의 전개 방식에 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단우가 매

우 공손하게 전화를 했어도 새벽 3시에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윗사람에게는 매우 건방

진 일이 아닌가. 이 해석에서의 ‘건방지다’는 화자의 생각, 곧 평가이다. 그러므로 이 

‘건방지다’는 사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게 귀속되고 만다. 이 역시 부사어로 

간단하게 부호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화자에게 귀속되는 이러한 부사어는 보통 ‘-게

도’의 형태로 문두를 고집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므로 (70ㄴ)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

하자면 ‘건방지게도, 김단우는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다’가 된다. 여기서 화자가 건방지

다고 여기는 상은 ‘김단우가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화자가 어

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인지 행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김단우의 새벽 3시의 전

화’는 화자에게 사건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명제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사실의 

존재론적 특성인 것이다. 

  한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사건과 사실이 매우 헷갈리기 쉬운 층위라는 것이

116) 방식에 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임채훈(2008)을 참조할 수 있다. 



- 81 -

다. 다음 예문을 보자. 

   (71) ㄱ.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은 지난 여름이 아니었다. 

ㄴ.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은 의심스럽지 않다. 

ㄷ.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이 나는 유감스럽지 않다.   

(71)의 문장은 앞서 살펴본 (68)에 부정을 취한 것이다. 전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을 

취했을 때에도 살아남는다는 점이다.117) (71ㄱ)에서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은 취소되

지 않는다. 곧 지난 여름이 아니었다는 말이지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

지만 (71ㄴ)의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은 여전히 참값이 확정되지 않는다. (68ㄴ)이나 

(71ㄴ)은 이 발언을 들은 청자에게나, 이 발언을 하는 화자에게나 단우가 실제로 서울

학교에 합격을 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71ㄷ)이야말로 ‘단우의 서울 학교 합

격’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다만 화자가 그 사실에 해 유감스러운지 유감스럽지 않은지

가 관건일 따름이다. 정리하면 (71)에서 부정 하에 살아남은 것은 (71ㄱ)의 사건으로서

의 합격과 (71ㄷ)의 사실로서의 합격이다. 이렇게 사건과 사실은 실세계의 어떤 것을 

그 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사건 자

체의 정보에 한 추가적인 언급을 하는 것과 사건을 명제로 층위를 변환하여 내면화한 

후, 그 명제에 한 처리를 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된다. 

   (72) ㄱ. 단우의 기자 회견은 오후 3시에, 한국 호텔에서 있었다.  

ㄴ. 나는 단우의 기자 회견이 매우 반가웠다.

  앞서 명제를 오징어에 비유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징어는 귀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다. 요리사가 오징어를 있는 그 로 접시에 담아서 회로 내기로 마음을 먹었

다. 그런데 회로는 역시 몸통이 제격이다. 접시 위에는 몸통만 있다. 그렇지만 현실의 

오징어는 여전히 다리도 있고 귀도 있다. 다만 요리 회에서 중요하지 않아서 제거되

었을 뿐이다. 심사위원 누군가가 다리는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그제야 추가적으로 잘

117) 이를 부정문 검사(negation test)라고 한다(김경애 2012나: 208,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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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낸 다리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리가 잠시 홀 를 받았지만 다리는 본래 

오징어에 속한 것이다. (72ㄱ)이 이 비유에 해당한다. ‘단우의 기자 회견’이라는 사건의 

몸통이 제시되고 추가적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시간과 장소가 화자에 의해 언급된 것이

다. 그럼에도 ‘오후 3시에, 한국 호텔에서’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사건에 귀속된 것이

다. 

  한편 오징어로 국을 끓 다고 해 보자. 요리사는 최종적으로 이 국을 맵게 만들지 말

지를 고민했다. 곧 고춧가루를 넣느냐, 아니면 넣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고춧가루를 넣

든지 말든지 국 속에 오징어가 존재하는 데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비유

는 (72ㄴ)에 해당한다. 곧 화자는 ‘단우의 기자 회견’이라는 사건을 명제화한 후 이에 

한 평가를 한다. 이 평가가 반가움이든지 반가움이 아니든지 평가의 상이 되는 ‘단

우의 기자 회견’에는 본질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다. 고춧가루가 오징어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조금 더 설명해 보자. 문장에 한 통사나 의미를 논할 때에는 종종 문장을 분석하여 

풀어쓰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는 한다.118) 이는 Davidson(1967/2001)에서 취하는 방법

이기도 한데, 이 논의에서는 사건을 개체로 설정하여 문장을 다시 표상한다. 이러한 방

식에 따르면 (72ㄱ)은 (73)과 같이 재표상 된다. 여기에서 ‘그것’은 바로 ‘단우의 기자 

회견’이라는 사건을 가리킨다.119) 

   (73) 단우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 그것은 오후 3시에 있었고, 그것은 한국 호텔에서 

있었다. 

  한편 이환묵(1976: 137)에서는 화자지향부사로 ‘다행히’를 다루고 있다. 이 논의에 따

르면 ‘다행히’와 같은 화자지향부사는 (74ㄱ)과 같은 환언구조를 가지고 있다. (74ㄴ)은 

118)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어떤 문장이나 발화를 제3자의, 곧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위언어적으로 다시 풀어쓰는 것이다. 이는 문장이나 발화 너머의 화자
나 청자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으로 기 한다. 이환
묵(1976)에서는 이를 ‘환언 구조’라고 명명한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풀어쓰기’라는 용어를 
선호할 것이다. 

119) Davidson(1967/2001: 91-93)의 그 유명한 예를 번역하여 제시하면 ‘존은 식빵에 천천히, 
신중하게, 화장실에서 칼로, 자정에 버터를 발랐다’가 된다. 여기에서 부사어들이 공통으로 취
하는 사건 논항은 ‘존이 식빵에 버터를 바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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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예를 보인 것이다. 

   (74) ㄱ. 명제 + 나에게 + _________

                             [+형용사]

ㄴ. 다행히 단우가 기자 회견을 했다. → 단우가 기자 회견을 한 것은 나에게 다행

이다. 

이환묵(1976)에서 논의한 ‘다행히’는 본고에서 다루는 사실 층위에 작용하는 부사어이

다. (72ㄴ)을 통해 말하자면 ‘단우가 기자 회견을 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이를 화

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72ㄴ) 역시 환언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곧 

‘단우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 화자는 그것에 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환묵(1976)에서 제시한 ‘나에게’는 실상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실 층위

에 작용하는 부사어가 있는 문장은 화자에 한 언급 없이는 풀어쓰기 자체가 불가능하

다. 결국 사건과 관련된 표현만 있는 문장 (72ㄱ)은 화자에 한 언급이 없어도(오히려 

화자에 한 언급이 있으면 이상해진다), (73)과 같이 풀어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72

ㄴ)과 같이 사실과 관련된 표현은 (74)에서 보듯이 화자의 명시는 필수적이다. 이 헌

(2008)의 논의에서 평가부사어나 증거부사어에 한 의미 기술에 있어서는 화자가 필수

적인 논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120)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 사건은 인식 주체에게 포착되어 개념화

된 사건이 된 후에는 명제로서 일종의 추상적 실체로 변환될 수 있다. 이때 명제를 가

지고 화자는 여러 가지 언어적 연산을 행한다. 이렇게 사건이 명제가 되고 추상적인 실

체가 되면 이 명제가 누구에게 사실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정정원 2012: 48-49 참

조). 곧 사건은 이를 목격한 이에게는 모두 실제로서 참이 되지만 사실은 언어 내적으

로 발견되는 것으로 해당 언어를 차지한 이, 곧 화자의 전유물이다. 

  부언하자면 명제와 사실의 차이는 간단하다. Ernst(2002: 53)에서도 사실은 단순히 

‘참인 명제’라는 점에서만 명제와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은 명제 가운데에서 그 

120) 우리는 이제 다음 절에서 화자가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의미 층위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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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치가 참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상 명제는 참값이 확정되지 않은 ‘양

태 명제’와 참값이 확정된 ‘사실 명제’로 나뉘는 것이다. 이를 본고는 단순히 ‘명제’와 

‘사실’이라는 용어로 칭하기로 한다. 강범모(2000가: 209)에서도 ‘(넓은 의미의)명제’를 

상정하고 이에 ‘(비사실)명제’와 ‘사실’이 하위 층위로 파악하여 (75)와 같은 도식을 보

이고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이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75) 강범모(2000가)의 명제와 사실

  마지막으로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를 

통해서 사실 층위를 표상해 보자. 

   (76) 

이 표상에서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이 사건이자 명제이자 사실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동안 언어철학과 언

어학 분야에서 사건, 명제, 사실에 한 개념적 혼란이 있었던 이유라고 추측해 본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하여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다’가 어떻게 참

값이 확정이 되지 않은 명제이자 참값이 확정된 사실일 수 있냐고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범모(2000가: 218)에서는 개연성, 확실성의 극단이 사실성이라고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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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강제(type coercion)로 설명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느 정도의 확률 이

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이를 일단 사실로 치부하고 발화를 이어가는 경향이 강하

다고 할 수 있겠다. ‘다행히’라는 어떤 내용에 한 화자의 평가는 물론 사실을 상으

로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때 화자는 이를 사실로 일단 전제한 후에 평가를 한다. (76)의 문장에서는 전혀 비문성

이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던 일’이 거짓으

로 판명이 난다면 ‘다행이다’라고 평가한 것도 취소가 된다. 이에 해서는 논의를 진행

하면서 더 설명될 것이다. 

  2.2.5. 화행

  사과라는 단어를 듣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심상을 잡아보면 필연 그것은 동그란 물체

일 것이며, 빨간색의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과의 전부

는 아니다. 그 빨간색 껍질을 벗기고 나면 푸른 기운이 도는 하얀색의 과육이 있다. 또 

그 알맹이를 먹어 들어가다 보면 먹기 사나운 부분, 곧 씨방이 나온다. 그리고 그 씨방

은 잘 알다시피 검은 색의 사과 씨를 품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과는 ‘빨간색 껍질

을 가진 동그란 물체’로 우선적으로 인식된다. 분명 우리는 껍질 안에 있는 사과 과육

을 먹기 위해 사과를 사지만, 우리의 지각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빨간색의 껍질과 

동그란 형체이기 때문이다. 

  문장이나 발화도 그러하다. 결국 문장이나 발화와 같은 하나의 언어 단위 내에는 여

러 의미 층위가 공존하지만 결국 가장 바깥 껍질에는 화행이라는 층위가 발견된다. 이

러한 인식은 모든 문장이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화행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행동이 없듯이 의미 없는(혹은 의도가 없는) 발화는 없다. 김경애

(2012가: 96)에서는 “화자가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형태의 발화를 통해서 요청, 감사, 

사과, 제안, 초 , 주장, 경고, 반박, 약속, 축하 등의 다양한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러한 행위를 화행(speech ac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Austin(1962)은 강의 초반에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진위문(constatives)121)

121) 진술문은 ‘statement’의 역어이다. Austin(1962)은 모든 진술문이 정말 순수한 기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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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행문(performatives)을 구분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

을 가지는 수행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오스틴은 화행을 

모든 발화로 확 하며 다만 그 화행이 명시적(explicit)으로 드러나는가 암시적(implicit)

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핀다(Autsin 1962: §6 참조). 결국 김경애(2012가)에서 언급한 

‘특정한 형태의 발화’는 엄 히 말하면, 모든 발화로 확  되어도 상관이 없다. 다음의 

예를 보면서 설명해 보자. 

   (77) A: 세 시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B-1: 아니야. 두 시 어. 

B-2: 그랬을까? 그랬을 거 같지 않은데.

B-3: 다행이네. 그때라도 밥 먹었으니. 

B-4: 그래, 빨리 준비하자. 

(77A)는 ‘세 시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기본 재료(명제)를 가진 문장

이다. 이에 한 청자의 반응은 (B-1∼4)로 다양하다. (B-1)의 화자는 이 문장의 진위

치에 해 ‘거짓’이라고 말한다. 곧 A의 기술은 현실을 있는 그 로 재현하지 못했기에, 

(B-1)은 그 사건에 시간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려고 한다. (B-2) 화자는 A의 발

화를 의심하고 있다. (B-3)의 화자는 A의 발화를 담화상 공통 기반(common ground)

으로 삼아, 이를 사실이라 여긴 후에 이에 한 평가를 내린다. (B-4)의 반응은 자칫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맥락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반응이다. 가령 단우를 

위해서 A와 B-4가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고, 단우는 늘 밥을 먹고 나면 A와 B-4

가 있는 곳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가정이 있다. 이에 A는 ‘단우가 지금 밥을 먹으니 서

둘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발화를 했고, B-4 역시 이를 잘 해석해서 파티 준

비를 서둘러 하자는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A의 발화는 일종의 ‘요청’과 같은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은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정말 참과 거짓을 위해 쓰이는 진술문만을 따로 진위문
(constative)이라고 부른다. 수행문은 ‘performative sentence’의 역어인데 Austin이 이러한 이
름을 붙인 것에 해서도 Austin(1962)의 첫 번째 강의를 참조하면 된다. 사실 이러한 고민
은 Lyons의 체계문과 쓰임문을 분리한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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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세 시에 단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문장은 문맥에 따라 청자에

게 사건, 명제, 사실, 화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인 진술문도 발화수반력을 갖는

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화행에 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78) 화행: 청자(세계)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화자의 발화

ㄱ. 모든 발화는 화행의 성격을 가진다.

ㄴ. 명시적일 수도 암시적일 수도 있다. 

ㄷ. 화행의 재료는 명제이다. 

ㄹ. 화행의 담지자는 화자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문장 전체가 무엇에 한 것인지(혹은 문장 전체가 무엇을 지

시하는지, 혹은 기술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Davidson, 1967/1980: 110). 앞서 설명했

듯이 ‘고양이가 옴에 걸렸다’라는 문장 안에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이 고양이

가 아니듯이 문장 안에 사건, 명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문장이 곧 사건, 명제, 사실은 

아니다. 그런데 ‘화행’은 문장의 가장 바깥에 있다는 점에서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다. 

특별히 모든 발화는 화행이라는 점에서, 청자에게 최소한 답변이나 맞장구라도 요구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Searle(1969: 29)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 사람은 명제 표

현만이 아닌 완전한 화행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을 것이다. 

  화행에 관하여 주지해야할 다음 문제는 화행의 재료가 여전히 명제라는 점이다. 다음

의 예를 보자. 

   (79) 명제: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간다 

ㄱ. 단언: 단우는 세 시에 학교에 간다.

ㄴ. 요청: 단우야, 세 시에 학교에 가줄래?

ㄷ. 명령: 단우야, 세 시에 학교에 가

ㄹ. 경고: 단우야, 세 시에 학교에 가면 안 된다. 

동일한 명제를 가지고 단언, 요청, 명령, 경고 등의 화행이 가능하다. 이를 Searle(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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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에서는 명제 내용 규칙(propositional content rule)이라고 할 것을 제안한다. 가

령 약속이라고 하면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화자는 미래에 자신이 

할 행위에 관하여 약속을 하는데,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명제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

이다.  

  나아가 Searle(1969: 31-32)에서는 명제가 화행의 재료가 됨을 다음과 같이 표상한

다. 여기에서 F는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의미한다.122) 

   (80) F(p)

ㄱ. ⊦ (p): for assertions

ㄴ. ! (p): for requests

ㄷ. Pr (p): for promise

ㄹ. W (p): for Warnings

화행의 재료가 되는 명제는 앞에서 살펴본 명제와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다. 단언이나 질

문과 같은 화행에는 시제소가 포함되어 있는 명제가 그 재료가 되지만 요청이나 명령, 

약속 등의 화행은 본질적으로 비현실적(irrealis)이라는 점에서 시제소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행의 재료가 되는 명제는 시간, 공간과 무관한 추상적 존재인 것인

가. 본고는 이러한 추상적 명제를 설정하는 것에 반 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문

제는 가능세계를 통해 설명한다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이 설명이 될 것이다. 곧 요청, 

명령, 약속은 특정 세계인 W1에서 특정 시간인 T1에 실현되는 사건을 기반으로 한 명

제를 재료로 삼는 것이다.123) 

  화행과 관련한 마지막 문제는 화행 층위 역시 화자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더 이상은 

실효성이 없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한때는 Ross(1970)나 Sadock(1974) 등이 모든 발화

에 수행절을 설정하는 이른바 수행문 가설을 주창하고는 했다(김경애 2012가: 108 참

조, Huang, 2007: 97-98 참조).124) 기저의 수행문은 일단 표층의 문장을 that-절로 만

122) 이에 한 추가적인 설명은 김경애(2012가: 104-108) 참조.
123) 이에 해서는 앞서 소개한 바 염재일(2011: 229-235)을 참조할 수 있다. 
124) 이러한 논의는 사후적 분석(본고에서는 풀어쓰기)을 통해 상정되는 상위절을 본질적인 것

이라고 착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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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후에 ‘I Vp you that -’과 같은 형식으로 치환하면 성립되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수행문은 문장 너머에 명제를 하고 있는 화자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점들이 많다. 곧 상위의 수행절에서 ‘I’와 ‘you’는 담화를 둘러싸고 있

는 화자와 청자를 문장 속에 명시한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화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81) ㄱ. 빨리 가 → 나는 너에게 지금 갈 것을 명령한다. → 화자는 청자에게 지금 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ㄴ. 내일 주마 → 나는 너에게 내일 (무언가를) 줄 것을 약속한다. → 화자는 청자

에게 (무언가를) 내일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ㄷ. 연우는 밥 먹었거든! → 나는 너에게 연우는 밥을 먹었다고 주장한다. → 화자

는 청자에게 연우가 밥을 먹었다는 것에 해 주장하고 있다. 

  문장을 ‘명제 + α’로 분석했을 때, 이 α가 화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

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특히 명제의 역에 시간과 공간을 명시하는 문법적 수단(선문

말어미)과 어휘적 수단(부사어)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α

는 명제에 관한 화자의 태도, 어떤 참으로 확정된 명제에 한 화자의 평가, 궁극적으

로 화자의 청자를 향한 화행에 이르기까지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화행과 노골적으로 관련된 것은 문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의 양태 논의에서

는 문장 유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빠짐없이 있었다(이선웅 2001, 임

동훈 2003, 박재연 2006, 이선  2014). 곧 명제를 제외한 나머지인 화자에 귀속된 부

분을 양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서법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이 α를 하나의 문법 범주로 포착할 것인가, 아니면 그 특성

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한 문제로 귀결된다. 당연히 본고는 후자의 입

장에 서 있다. 

  하지만 이 α는 동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화자와 관련된 명제나 사실에 한 문장 

역시 수행문 가설에서와 같이 사후적으로 상위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수행

문만이 별도로 상위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명제나 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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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오징어로 요리를 하듯이) 문장이나 발화를 접하는 제삼

의 관찰자는 이를 다시 풀어쓰기 할 때 화자의 존재를 명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

다. 다음의 예들이 그러하다. 

   (82) ㄱ. 단우는 세 시에 학교에 올 거 같아. → 화자는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ㄴ. 꼴사납게도, 단우는 세 시에 학교에 와. → 화자는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온다

는 것을 꼴사납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사건에 관한 문장도 다음과 같이 풀어쓰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명제, 사실, 화

행 층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존재와는 그 결이 다르다. 

   (83) 단우는 세 시에 학교에 왔어요. → 화자는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온 것을 (직

접) 경험했다. 

여기에 ‘경험하다’라는 서술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83)의 문장을 발화한 화자는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온 사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데 인식 주체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신체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오감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목격(시각)이 가장 

무표적인 해석이기는 하다.125)126)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화자의 존재는 적극적으로 드

러나지 않고 함축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가령 (83)의 정보를 경험이 아닌 누군가로

부터 전해 듣고 (83)과 같이 단언할 수도 있다. 이 경험의 함축성은 고정 함축화되면 

‘-더-’와 같이 증거성 표지로 발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모든 문장이나 발화가 궁극적으로는 화행이라는 층위를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화행의 재료는 명제라는 점과, 이 화행은 화자를 

125) ‘-더-’나 ‘-네’ 등과의 관련성도 따져볼 일이다.  
126) 이상의 논의와 같이 풀어쓰기를 통해 화자와 의미 층위의 관계를 명시할 수 있는데, 흥미

로운 점은 이러한 풀어쓰기를 통해 상정한 서술어가 다시 사건성 술어, 명제성 술어, 사실성 
술어, 화행성 술어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Vendler(1967)는 이를 컨테이
너(containe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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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층위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과 같이 ‘다행

히,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를 최종적으로 도해할 

수 있다. (84)와 같이 문장은 화행이라는 바깥 껍질을 최종적으로 갖게 된다.127) 

   (84)

 2.3. 의미 층위에 대한 사건/담화 차원의 한정

  본 절은 다분히 3.2의 예비적 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특정 의미 층위를 

‘의미 층위 X’라고 해 보자. 본 절에서는 이 의미 층위 X에 사건 차원의 한정

(qualification)과 담화 차원의 한정이 가해짐을 략적으로 보이도록 하겠다. 앞선 절에

서 우리는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라는 문

장이 핵 서술 단위,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가 설정됨에 따라 어떻게 도

해되는지를 확인하 다. 최종적으로는 바로 위의 (84)와 같았다. 

  우선 발화 하나를 상정해 보도록 하자.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로 발화되는 특정 

사건에 한 보고이다. 이 기술은 남승호(2007: 26-27)에서 상정한 ‘완성된 정보 단위’ 

개념에 입각하여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 발화이다. ‘먹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이 적절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 듯이 기존의 논항 구조 

논의에서는 방식, 시간, 공간과 관련한 표현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으나 “어떤 사건

이 발생한다면, 이는 필히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마련”이다(Jackendoff 2002: 

127) 물론 이는 문장을 쓰임문으로 파악했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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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5). 그렇다면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로 기술되는 사건은 ‘세 시 쯤에 식당에

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로 확장되어 기술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은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내적 정합성을 갖추는 일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곧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도 사건이고, 문장에 드러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에 한 정

보가 더해진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기능문법에서는 사태(state of affairs)로부터 ‘확장된 서술부(extended 

predication)’가 되는 것으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문법에서

의 사태는 상과 시제가 결여된 본고의 ‘핵 서술 단위’에 해당한다. 이 핵 서술 단위가 

방식 부사어와 상 요소의 옷을 입어 ‘중심 서술부(core predication)’가 되고 시위치 부

사어와 시제의 옷을 입어 ‘확장된 서술부(extended predication)’가 된다. 본고의 관찰도 

동소이하나 기능문법의 사태가 본고의 사건과 동일한 실체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기능문법의 사태는 본고의 사건과 질적으로 다르다.128) 본고의 사건은 가능태가 아닌 

어떤 세계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이다. 화자의 인지 과정에서 명제 층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그 자체로 하나의 흘러갈 수 있는 정보인 명제가 된다.129) 

  필수 논항이 사건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당연하다. 필수 논항을 포함하여 사건을 구

성하는 소위 육하원칙의 요소들은 담화 상의 정보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문장에서 사라

지거나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건에 한 기술은 육하원칙이 포화될 때까지 확

장이 가능하다. 사건의미론 분야에서 유명한 Davidson(1967/2001: 92)의 예문은 다음

과 같다. 

   (85)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in the bathroom, with a knife, at midnight.130) 

(존이 화장실에서 자정에 버터를 빵에 칼로 천천히 발랐다)

128) 이에 해서는 3.2.1에서 좀 더 후술하도록 하겠다.
129) 다시 말해 ‘먹다'(단우, 밥)으로 표상되기도 하는 ‘단우가 밥을 먹-’은 명제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130) 원래 원문에는 deliberately도 있다. 하지만 Davidson 자신이 말하듯이 이 부사어를 위해서

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러 누락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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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문을 통해 보자면 서술어 ‘버터를 바르다’는 그 필수 논항을 갖추어 ‘존이 빵에 버

터를 발랐다’가 됨으로써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이제 

각 부사어들을 붙여 보자. ‘천천히’라는 방식부사어가 달라붙어도, ‘화장실에서’라는 공

간 정보와 ‘자정에’라는 시간 정보가 달라붙어도 이는 여전히 사건에 관한 것임에는 변

함이 없다. 곧 여전히 사건 차원의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런데 (85) 문장의 앞에 ‘아마도’가 붙는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는 사건에 속한 것

이 아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화자의 머릿속에서 명제화되었을 때 이에 한 화자의 추

측이 부호화된 것이다. 곧 사건과 무관하다. ‘다행히’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화자는 

해당 명제를 참으로 가정하고 이에 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낸다. 이처럼 한정은 사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진 것과 명제 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적 성격

을 가진 것으로 별된다고 할 수 있다. 

  ‘단우가 밥을 먹었다’와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었다’는 둘 다 사건을 

기술한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공간과 시간의 한정을 받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사건(qualified eve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

우가 밥을 먹었다’와 ‘아마 단우가 밥을 먹었다’의 관계는, 전자는 명제로, 후자는 양태

의 한정을 받은 ‘양태화된 명제(modalized proposition)’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우가 밥을 먹었다’와 ‘다행히 단우가 밥을 먹었다’의 관계는 전자는 사실로, 후자는 

화자의 평가의 한정을 받은 ‘평가된 사실(evaluated fact)’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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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에서 사건, 명제, 사실은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로 동일

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인식 주체가 세계의 사건을 개

념화하여 기술한 것일 때에는 사건이지만, 머릿속에서 다시 그 존재론적 층위가 변환된 

후, 화자에게 언어적 연산의 상이 될 경우에는 명제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명제가 참

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실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다만 의미 층위 X에 가해지

는 한정에 있어 사건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것이면 사건 차원의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

인 추측이나 평가 등과 관련된 것이면 담화 차원의 것으로 그 성격이 다름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문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핵 서술 단위에 시제 정

보까지 붙은 사건 층위부터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건 이상

의 명제, 사실을 비롯한 양태화된 명제, 평가화된 사실, 화행 등은 언제든지 그 자체로 

문장으로 자립하여 나타날 수 있다. 덧붙여 양태화된 명제나 평가된 사실은 그 지위가 

수의적이다. 

 2.4. 요약

  본 장에서는 기본적인 논의를 해보았다. 우선 명제와 문장에 한 물음으로 시작하

다. 본고에서는 명제가 무엇보다 ‘참이나 거짓인 것’, 혹은 ‘인식, 믿음, 의심의 상인 

것’, 혹은 ‘단언, 부정, 질문의 상인 것’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명제의 경계에 시간과 공간에 한 정보를 부호화하는 부사어나 선문

말어미, 우언적 구성을 포함시켰다. 한편 문장은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곳이다. 여기에

서 객관은 화자에게 주어진 사건을 기반으로 한 명제라고 할 수 있고, 주관은 이에 

한 화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문장이 진리치를 나타낸다든지, 명제를 나타

낸다든지, 사건을 나타낸다든지의 주장은 통용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의미 층위로 핵 서술 단위, 비현실 사건과 특수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을 설정하 다. 핵 서술 단위는 서술어가 필수 논항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를 말한

다. 기존 논의들에서는 이 단위를 사건으로도, 명제로도 파악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과 구분되는 핵 서술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가장 좋을 것이

라고 판단하 다. 핵 서술 단위에 사건의 핵심 요소인 육하원칙과 관련한 부사어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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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말어미가 결합하여 사건을 표상한다. 사건에는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특

수 사건이 설정될 수 있고, 더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과 특수 사건을 일반화 시

킨 총칭 사건 등이 비현실 사건이라는 범주로 설정될 수 있다. 명제는 이러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추상적 실체이다. 그리고 명제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므로 명제에는 사건과 

관련한 시간, 공간 부사어와 선문말어미가 포함된다. 이때 해당 명제의 진리치가 화자에

게 참값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이라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사건과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범주이다. 둘 다 사실 전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결부되지만 사실은 이에 해 자유롭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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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의 의미 층위를 드러내는 통합 현상

  본 장에서는 의미 층위가 횡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에 해 논의할 것이다. 문장

은 크게 사건과 관련된 것과 화자와 관련된 것으로 양분된다. 그렇다면 그 경계선을 어

디에서 그을 것인가의 문제가 두될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론적으로 무엇이 사건과 관

계되고 무엇이 담화와 관계된 것인지에 한 확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건 차원의 객관과 담화 차원의 주관에 해 논의를 해 본다. 이후에 각 의

미 층위들이 어떠한 양상과 순서로 확장되어 가는지에 해 논의해 볼 것이다. 

 3.1. 사건과 담화

  3.1.1. 객관성과 주관성

  인식 주체는 끊임없이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인식 주체는 경험한 어떤 사건을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기술(description)이라고 해 보자. 이러한 기술은 하

나의 역사(history)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랑케(Ranke, Leopold von, 1795-1886)

는 역사 기술에 있어 기술자는 경험한 있는 그 로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

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카(Carr, Edward Hallett, 1892-1982)는 인식 주체와 분리된,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다. 곧 역사는 어디까지나 

역사를 기술하는 인식 주체의 해석에서 비롯된 산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이다. 

  예를 들어 보자. 2050년 8월 5일,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배

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를 스포츠 뉴스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1) 2050년 8월 5일 있었던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은 아쉽게 일본에 3:1으로 패

배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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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예문을 보면 한국이 일본에 3:1로 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기술은 사실

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한일 축구 경기’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다. 일본에서는 한일관계를 ‘일한관계’라고 한다.131) 일본 기자가 이를 기록했다

면 ‘일한 축구 경기’라고 표현했을 터이다. 또한 ‘패배 당했다’라는 표현이 ‘패배했다’라

는 표현을 갈음한 것을 볼 수 있다. ‘당하다’라는 어휘 자체가 원래 일어나면 안 될 일

이 운이 나쁘게도 일어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패배했다’가 아닌 

‘패배 당했다’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 자체가 벌써 객관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또한 

‘아쉽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중의성을 일으킬 수 있다. 패배한 것 자체가 기자에

게 아쉽다는 의미인지, ‘3:1’이라는 점수 차가 아슬아슬했다는 의미인지 말이다. 둘 중 

어떤 의미일지라도 객관적이지 않은 기술이다. 

  1900년 초에 태동한 논리실증주의는 과학과 철학을 연구함에 있어 객관성, 명증성을 

추구하 고, 이로 인해 그 무엇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했

다.132) 그런데 이러한 수나 양(quantity)마저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다. 이미 채

옥자(2013)나 양해승(2014, 2015) 등에서 논의한 것처럼 양 역시 화자의 주관이 반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언어학에서의 객관적 표현과 주관적 표현은 그 경

계가 모호하기 그지없다.

  김태인(2014)에서는 한국어 부사어 ‘잘’이 갖는 중의성을 다각도로 조명한 바 있

다.133) 이 논의에 입각하여 다음의 문장을 분석해 보자. 

131) 이런 점에서 ‘남여’라는 말 자체도 남성 중심적이다. 반면 동물을 지칭할 때는 ‘암컷, 수컷’
이라고 하여 그 순서가 뒤바뀐다. 언급하는 순서 자체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132) 박이문(2007: 225)에 따르면 초기의 논리실증주의는, 예를 들어 어떤 물리학적 설명이 있
을 경우, 문자 그 로 그 설명이 옳은지 그른지를 실증을 한다는 의미 다. 하지만 카르납에 
이르게 되면 어떤 진술이 옳은지 그른지 ‘실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도로 그 의미가 약해
지게 된다. 

133) ‘잘’은 어떤 의미 범주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방식부사어, 결과부사어, 빈도부사어, 평가부사
어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우는 떡볶이를 잘 먹었다’라는 문장의 ‘잘’은 [맛있
게] 정도의 의미를 갖는 방식부사어의 쓰임과, [(먹은 결과가) 남김없이 깨끗이] 정도의 의미
를 갖는 결과부사어의 쓰임, 과거 어느 시구간에서 떡볶이를 [자주] 먹었음의 의미를 나타내
는 빈도부사어의 쓰임, 다른 사람은 먹지 않았는데 ‘단우가 떡볶이를 먹은 것’ 자체가 [훌륭
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가부사어의 쓰임이 있다. 이 가운데 방식부사어와 
평가부사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다시 본문에 이에 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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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우는 어제 시합에서 잘 달렸다

여기에서 ‘잘’이 나타내는 방식부사어와 평가부사어의 쓰임에 해 이야기해 보자. (2)

의 문장에서 ‘잘’은 무엇보다 방식부사어의 해석이 우월하다. 단우가 달리기 시합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게 뛰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잘’은 평가부사어의 해

석도 갖는다. 문맥은 이러하다. 운동회에서 달리기에 참가하면 무조건 작은 선물을 준

다. 단우는 (달리기를 정말 못하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참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까 참가한 학생들 모두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선물을 받았다. 이 사실을 들은 단

우의 아버지는 ‘단우가 어제 시합에서 달리기에 참가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134) 

  여기에서 주지할 것은 방식부사어 ‘잘’은 ‘달리기’를 수행한 행위주(agent)에게 귀속된

다는 것이고, 평가부사어의 ‘잘’은 어떤 정보에 해 ‘좋다’라고 평가한 화자(speaker)에

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 헌(2008)의 논의에 따르면 평가부사어나 증거부사어의 의미 

기술을 할 때에는 화자 역시 필수 논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곧 방식부사어135)는 사건

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하고, 평가부사어나 증거부사어는 화자와 사건136) 간의 관계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헌 2008: 163-164). 이 논의에 입각하여 보면 방식부사어 

‘잘’과 평가부사어 ‘잘’이 나타내는 논리 구조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3)은 이

헌이 제시하는 논리 구조이고, (4)는 이를 ‘잘’에 적용해 본 것이다. (4ㄱ)은 방식부사어

로서의 ‘잘’을, (4ㄴ)은 평가부사어로서의 ‘잘’을 나타낸다. 

   (3) ㄱ. ADVERB PREDICATIVE(e)

ㄴ. ADVERB EVALUATIVE/EVIDENCE(speaker, e)

   (4) ㄱ. 잘(단우가 어제 시합에서 달렸다)

ㄴ. 잘(화자, 단우가 어제 시합에서 달렸다)

134) 자연스러운 발화로 하면 (2)의 문장은 “단우가 시합에서 잘 달렸네. 안 달렸으면 선물 못 
받을 뻔 했잖아!” 정도가 될 것이다. 

135) 이 헌(2008)의 논의에서는 ‘술부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136) 이 헌(2008)은 이를 ‘사건’이라고 했지만 본고에서는 ‘명제’ 혹은 ‘사실’이라고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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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방식부사어 ‘잘’은 사건에 귀속되어 사건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방식)를 

나타낸다. 반면 평가부사어 ‘잘’은 화자의 어떠한 사실에 한 평가를 나타낸다. 그러므

로 평가부사어 ‘잘’은 화자에 귀속된다. 

  이러한 이해를 토 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137)에 

한 서술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다시 말해, (2)에

서 방식부사어 ‘잘’을 객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명이 

동시에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3등 안으로 들어오면 잘 달린 것인가? 그렇다면 4등은 

못 달린 것인가? 그렇다면 잘 달리고 못 달리고 하는 것은 화자의 평가가 개입되는 것

이 아니냐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 

   (5) ㄱ. 연우는 예쁘다. 

ㄴ. 연우는 예쁘게 웃는다. 

ㄷ. 예쁘게도, 연우는 웃는다. 

  (5)의 예문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결부된다. (5)의 예문에서는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서술어나 부사어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5ㄱ)에서 연우가 예쁘다고 생각한 것은 물

론 화자이다. 하지만 그 예쁜 속성은 주어인 연우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이는 화자에게 

연우가 자신의 자식이어서 예쁜 것이지 다른 사람 눈에는 예쁘지 않을 수 있다. (5ㄴ) 

역시 마찬가지이다. 화자의 눈에는 예쁘게 웃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눈

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ㄱ,ㄴ)의 ‘예쁘다’는 사건에 참여하는 

‘연우’에게 귀속된다. 반면 (5ㄷ)은 연우가 어떻게 웃었건 웃었다는 사실 자체가 화자에

게는 마냥 견하고 예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5ㄷ)에서는 ‘예쁘다’라는 평가는 화

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한다. 이런 이해를 토 로 보자면, 방식부사어 ‘잘’은 행위주에게 

귀속되는 사건 차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임채훈(2008: 134)의 다음 예문을 보자. 

137) 이를 ‘방식(mann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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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ㄱ. 아이들이 방에서 천천히 놀다 갔다. 

ㄴ. 아이들이 미술관 안에서 철없이 놀고 있다. 

본고의 이해를 따르자면 (6ㄱ)의 ‘천천히’는 방식부사어의 쓰임만이 가능하다. 곧 ‘아이

들이 방에서 놀다 간 사건의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

니까, ‘아이들이 방에서 놀다 간 사실’138)이 화자에게 ‘느리다, 천천하다’라는 평가는 논

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6ㄴ)의 ‘철없이’는 방식부사어와 평가부사어의 쓰임이 모두 

가능하다. 방식부사어로서의 ‘철없이’는 ‘아이들이 미술관 안에서 놀고 있는 사건’의 과

정이 ‘철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령 미술관 내에 전시물을 만진다든지, 미술

관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없는 행동들

은 당연히 사건의 행위주인 ‘아이들’에게 귀속된다. 반면 평가부사어로서의 ‘철없이’는 

자식들이 미술관 안에서 조용히 미술 감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 입시를 준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미술관 안에서 놀고 있는 사실 자체를 

부모인 화자가 철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임채훈(2008)은 이러한 방식부사

어와 평가부사어의 차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철없이’는 ‘노는 

행위’의 모습 그 자체에 한 설명이기보다는 아이들이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단순히 행위에 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는 행위’의 모습 

역시 표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식’의 의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두루뭉술

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라고 한다면 ‘김단우는 새벽 3시에 건방지

게 전화를 했다’라는 문장은 두 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해석, 곧 ‘김단우

가 아무리 공손하게 전화를 했어도 화자에게는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건방지다’라는 해석은 도출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방식부사어와 평가부사어는 그 미묘한 의미 차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까

다롭다.139) 결국 본 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방식부사어를 비롯한 몇몇 

언어 표현들은 사건에 귀속되어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 이는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한 것이기에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138) 아이들이 와서 빨리 놀고 간 상황을 상정해도 상관없다. 
139) 흥미롭게도, 이는 사건 층위와 사실 층위의 구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101 -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술하는 인식 주체는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이를 서술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잣 가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 표현들이 지니는 기본적

인 논리 구조는 여전히 ‘사건 지향적’이다.140) 

  (5ㄱ)을 다시 가져와 설명하면, ‘연우는 예쁘다’는 현실 세계에서 ‘연우가 예쁜 상태’

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건 지향적’인 서술이다. 그렇지만 연우가 예쁘다고 기술하는 

것은 화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자는 주관적인 기술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럼

에도 (5ㄱ)은 여전히 화자가 경험한 어떤 사건에 한 사건 차원의 객관적 기술로 처리

하는 편이 간결하다. 결론적으로 이는 본고에서만 통용되는 하나의 약속이 되어버릴 것

인데, 객관적이라는 말은 ‘사건 지향적(event-oriented)’이라는 말과 같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화자 지향적(speaker-oriented)’, ‘담화 지향적(discourse-oriented)’이라는 말과 같

다.141)142)

  우선은 이 같은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두 가지 문법 현상에 한 입장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논항 교체의 의미론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과 피

동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7) ㄱ.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비웠다. 

ㄴ. 쓰레기통을 비웠다           (남승호 2007: 21)

140)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양태에 해 체계적으로 논의한 박재연(2006)에서도 비
슷한 문제의식을 볼 수 있다. 그 로 말을 따오면 “화자의 태도라는 개념을 넓게 사용하다 
보면 가령 화자가 보조사 ‘은’을 사용하는 것도 화자의 태도가 반 된 것이며, 심지어 특정 
문맥에서 특정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화자의 태도가 반 된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박재연 2006: 40). 이 논의에서는 양태의 기본 속성을 ‘주관적인 한정’이라고 단정하
는데(2006: 47) 이렇게 화자와 관련되어 있는 양태가 주관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141) ‘담화 지향적’이라는 용어는 Palmer(1979/1995: 36)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무엇
무엇 지향적’이라는 용어 자체의 쓰임에 관한 고찰에 해서는 박재연(2003)을 참조할 수 있
다. 임동훈(2000)에서는 ‘정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박재연(2003: 251)에서는 이 용
어의 사용이 Bybee(1985, 1994)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Jakendoff(1972)의 부사 논의(3장, 47-107)에서는 이미 ‘speaker-oriented’라는 용어와 
‘subject-orient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2) 김태우(2018)에서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객관성과 주관성, 곧 사건 참여와 담화 참여 
등을 화두로 ‘--’의 통시적 발달을 논의하 다. 특별히 객관성과 주관성에 관하여는 김태
우(2018)의 2.3절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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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ㄱ.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박종후 2016: 194)

우선 남승호(2007)의 예를 보도록 하자. 남승호(2007)는 의미역과 논항 교체의 의미론

에 해 다룬다. (7)은 현실에서 동일한 사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7)의 예문이 완벽하

게 같은 의미라고 파악되지는 않는다. 이에 해 남승호(2007)는 전체 사건의 어느 부

분이 초점화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곧 (7ㄱ)에서는 ‘쓰레기’가, (7

ㄴ)에서는 ‘쓰레기통’이 각각 격으로 실현되어 전적으로 어떤 행위의 향을 받는 

상이 된다. 이렇게 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 가운데 어느 부분에 힘을 주어 기술할 것인

가는 전적으로 화자의 몫이다. (8)의 능동문과 피동문도 같은 맥락에 있다. (8)은 현실

에서 동일한 사태를 나타내지만 두 문장의 의미는 다르다. 인지문법은 화자의 시점이 

행위주에 놓이는지 피동주에 놓이는지에 따라 능동 구문 혹은 피동 구문이 선택되는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종후 2016: 196).143) 결국 (7)과 (8)은 그 이면에 사건을 기술하

는 화자의 주관을 무시할 수 없다.144) 

  하지만 본고의 논의에서는, (7)과 (8)의 문장 모두 사건에 국한되어 분석된다. 화자의 

주관이 사태를 어떻게 기술할지를 결정하지만, 이를 포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함축적

인 것이며, 논리적 기술상에서는 (9)와 (10)에서와 같이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9) ㄱ. ∃e[비우다'(e) ∧ Agent(e, x) ∧ Source(e, 쓰레기통) ∧ Patient(e, 쓰레기)]  

ㄴ. ∃e[비우다'(e) ∧ Agent(e, x) ∧ Patient(e, 쓰레기통)]  

   (10) ㄱ. ∃e[잡다'(e) ∧ Agent(e, 경찰) ∧ Patient(e, 도둑)]  

ㄴ. ∃e[잡히다'(e) ∧ Agent(e, 경찰) ∧ Patient(e, 도둑)]  

143) 앞서 명제를 오징어에 비유한 바 있다. 이때 오징어가 별다른 요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 로 회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요리사는 오징어를 이쪽 방향으로 놓을지, 저쪽 방
향으로 놓을지 정도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오징어가 담기는 각도의 문제인데, 태란 마치 객
관적인 사건을 이렇게 볼 것인가 저렇게 볼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144) 사태를 바라보는 초점, 인지적 현저성 등을 주제로 인지문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펼치는 박
종후(2016)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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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3)과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가부사어의 논리적 기술과는 사뭇 다른 양상

이다.145) 평가부사어 ‘잘’은 화자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논리식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반면, (7)과 (8)은 오히려 화자가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성립이 된다.

  3.1.2. 사건 참여자와 담화 참여자

   3.1.2.1. 사건 참여자

  사건의 주요한 존재론적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점한다는 것(spatio-temporal)이고,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causal efficacy)는 것이다(Asher 1993: 58). 현실 세계

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이 ‘일’들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우

가 학교를 간다. 연우가 아침밥을 먹는다. 연우가 단우를 때릴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일 수도 있

고 지금 시간과 공간을 점하며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시간, 공간, 인과와 관련하여 

여러 논항들을 참여자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언어로 구성하여 제

시하는 기술자는 각 논항이 갖는 역할들에 맞는 특정 격을 부여하여 부호화(encoding)

시켜야만 한다. 어떤 언어에서는 어순을 통해서 그 격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언어에서는 첨사(조사)를 붙임으로써 그 격들을 드러낼 수도 있다. 거꾸로 우리는 해당 

사건에 한 기술을 듣거나 읽을 때,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과 같은 

이른바 육하원칙을 따져가면서 파악한다(decoding). 

  이렇게 사건에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항들을 우리는 사건 참여자(event 

participant)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그간의 논의에서는 의미역(semantic roles, theta 

roles, thematic roles)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 다. 이선웅(2012: 232-238)에서는 홍재

성 외(2002: 238-243)에서 제시하는 의미역을 다듬은 후, 추가로 경로역과 자격역을 

145) 참고로 (9)와 (10)의 기술 방식은 이른바 신데이빗슨주의(neo-Davidson)에 따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신데이빗슨주의자들은 사건을 기술할 때, 사건에 참여하는 논항들의 의미역을 
세분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하여는 Parsons(1990: 25), Rothstein(2004: 80), 곽
은주(1999: 460)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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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바 있다.146) 본고에서는 이선웅(2012)의 목록에, 몇몇 학자가 제시한 의미역 목

록을 추려 잡은 남승호(2007: 28)의 의미역 목록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11) 의미역: 행위주역(Agent), 경험주역(Experiencer), 동반주역(Companion), 피동주역

(Patient), 상역(Theme), 장소역(Location), 도착점역(Goal), 결과상태역

(Resultant State), 출발점역(Source), 도구역(Instrument), 향주역

(Effector), 기준치역(Criterion), 내용역(Contents), 경로역(Path), 자격역

(Eligibility), 방향역(Direction), 수혜자역(Benefactive), 자극역(Stimulus), 

원인역(Cause)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의미역에 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의미역이 기

초적인 개념도 아니며, 그 목록이 절 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Kearns 2000: §10.2, 남승호 2007: 16-22 참조). 본래의 의미역 이론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해당 문장에서 여러 모양으로(어순, 격 표지, 전치사나 후치사) 나타나는 여러 

명사구들을 각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Kearns 2000: 191). 다른 입장에서는 의미역을 서술어와 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곧 어떤 서술어가 있을 경우, 해당 서술어는 고유의 논항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이 논항에 적절한 의미역을 부여한다. 의미역을 부여받은 논항은 또한 적절한 격

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Chomsky(1981)의 의미역 기준(Theta-role 

Criterion)을 기초로 하고 있다.147) 

   (12) 하나의 논항은 오직 하나의 의미역을 가지며, 하나의 의미역은 오직 하나의 논

항에만 할당된다. (Chomsky 1981: 36)

146) 각 의미역의 자세한 설명, 설정의 타당성 등에 한 설명은 이선웅(2012: 232-233)에 베
풀어져 있다. 주의할 점은 이선웅(2012)에서는 피동주(patient)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 이는 홍재성 외(2012)에서도 피동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바탕을 둔다. 홍재성 외
(2002)에서는 상역이 피동주역을 감당한다. Dowty(1991)는 원형 행위주(proto-agent)와 
원형 피동주(proto-patient)를 나누고 이에 속하는 속성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행위주
와 피동주는 약 극단에 있을 만큼 표적인 의미역이다. 

147) 이에 한 정리는 김의수(2006)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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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어의 ‘give’ 같은 경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건네지는 물건이라는 세 개의 

논항을 가진다. 이들 각 항은 적절한 의미역을 가지고 해당 의미역에 맞는 격을 가지고 

문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미역 기준에 입각한 문법 기술이 될 것이다. 가령 

주는 사람은 주격으로, 받는 사람은 여격으로, 건네지는 물건은 격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부사어 표현(adverbial expression)의 명사구에 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148) Chomsky(1981)를 비롯한 엄격한 의미역 기준을 고수하는 입

장에서는 문법을 “서술어와 논항(즉 의미역을 할당하거나 지니는 요소들), 명사어 요소

와 흔적(NP와 Wh)을 언급하기 위해 (또 궁극적으로 인허하기 위해) 설계되”는 것으로 

보며, 그렇기에 “문법 원리들은 부사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한다(최숙희 외 2010: 

33). 이러한 진 에서 사용하는 의미역 기준은 필수 논항을 명시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

을 감당하지만,  그 외의 논항, 특별히 부사어에 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다(Kearns 2000: 229). 

  문장 내의 부사어 역시 적절하게 해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13) 단우는 운동장에서 연우를 막 기로 마구 때렸다.

가령 (13)에서 ‘단우’는 행위주로 주격으로 실현되었고, ‘연우’는 피동주로 격으로 실

현되었다. 이에 더하여 이 문장에서는 ‘운동장’과 ‘막 기’가 나오는데, ‘운동장’은 장소

역을 가지며 처격으로, ‘막 기’는 도구역을 가지며 도구격으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문

장에는 ‘때리다’라는 서술어가 격을 인허하는 행위주 ‘단우’와 피동주 ‘연우’ 이외에도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과 사건이 진행된 수단(도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필수 논항이 아닌 부수적인 논항을 명시해 주는 것이 부사어의 주된 몫임에 틀림없다. 

(13)의 문장에 시간 관련 표현이 추가될 수 있음도 물론이다(Jackendoff 2002: 134). 

148) 최근에는 최소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부사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사어를 지정어
로 분석할지, 부가어로 분석할지의 문제, 부사어가 갖는 격은 어디에서 인허를 받는지의 문
제, 부사어의 분포가 통사 구조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논의는 최숙희 외(2010)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어 중심이므로 한국어 논
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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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arns(2000: 228)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래의 의미역 이론(thematic role theory 

originally)은 명사구 해석에 적용되는 이론이며, 당연히 이러한 명사구에는 (13)의 ‘운

동장’과 ‘막 기’처럼 부사어 표현의 것도 해당된다. 요컨  사건에 참여하는 속성을 가

진 논항으로 부사어 표현의 명사구도 적절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문법을 마련해 주어

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남승호(2007), Kearns(2000), Jackendoff(1990)를 비롯한 의미역에 

관한 많은 논의에서는 의미역을 절 적인 것이 아닌 유연한 범주로 보고 있다. 이에 따

라 주로 필수 논항으로 설정되는 행위주나 피동주와는 다르게, 처소, 경로, 출발점 등과 

같이 그 필수성이 조금 떨어지며, 통사론적으로는 부사어로 주로 실현되는 것들 역시 

적절한 의미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in the bathroom, with a knife, at midnight.

(존이 화장실에서 자정에 버터를 빵에 칼로 천천히 발랐다)

Davidson(1967/2001: 92)의 예문인 (14)를 보면, 사건을 개체로 인정함으로써 ‘in the 

bathroom’,  ‘with a knife’, ‘at midnight’와 같은 부사어 표현들이 사건을 수식하는 표

현으로 적절한 해석을 받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e[butter'(toast)(J)(e) & in the bathroom(e) & with a knife(e) & at  midnight(e)]

(15)와 같이 사건의미론은 사건과 관련한 모든 논항에 해 적절한 자리를 잡아준다. 

Davidson(1967/2001)이 문장 내에 있는 부사어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사건의미

론을 시작하 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사건과 부사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건과 관련한 가장 주요한 의미 자질은 시간, 공간, 인과이다. (11)의 의미역 목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행위와 관련된 것(행위주와 

피동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과 관련된 것(이동 사건, 상역, 출발점, 도착점 

등의 관계)이다. 이에 따라 Jackendoff(1987: 395, 1990: §7)에서는 사건에 한 의미 

구조를 행위-열(action tier)과 상-열(thematic-tier)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곧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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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힘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이것이 무엇을 야기했는가를 중점으로 본다면 행위 사건

이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이동하는 것을 중점으로 본다면 이동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 논의는 Jackendoff(1990, 2002) 이후로 그다지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한 속성 가운데 주요한 두 가지,  곧 인과와 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당연해 보이는 것 한 가지에 해 반문해 볼 수 있다. 바로 시간

과 관련한 문제이다. 언급한 바,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자질은 시간과 공간과 인과이다. 

이러한 자질들은 사건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문장 내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가령 어떤 

사건을 야기한 사람은 행위주로, 그 야기된 사건으로 무언가 향을 받은 사람은 피동

주로 나타난다. 무엇인가가 이동을 했다면 그 시작과 끝은 출발점역과 도착점역으로, 경

로가 있다면 경로역으로 적절한 격을 받아 실현된다. 이러한 인과와 공간에 관한 사건 

자질은 구상적이기에 이들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간과 관련된 부사어 내에 있는 명사구에 해서는 이제까지 의미역을 부여하는 데 적

극적이지 않았다.149) 다음의 예문을 보자. 

   (16) ㄱ. 단우는 집에서 학교까지 15분 만에 달려갔다.  

ㄴ. 연우는 자기 방에서 2시간 동안 책만 보고 있다. 

ㄷ. 단우는 3시에 카페에서 연우를 만났다. 

ㄹ. 연우는 2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잤다. 

  (16)의 각 예문들을 어떤 사건에 한 기술이라고 하고, 이 사건에 참여하는 항들의 

역할들을 다음과 같이 부여해 보자. 

   (17) ㄱ. 단우는 집에서 학교까지 15분 만에 달려갔다.  

   행위주  출발점 도착점      ?     

149) Jackendoff(1987: 398-402)에서는 행위-열, 상-열에 더하여 ‘시간-열(temporal tier)’까
지 설정한 바 있다. Jackendoff(1987: 400)는 시간-열의 설정으로 시간부사어를 적절하게 설
명하고 싶어 했다. 사건에 있어 시간은 중요한 자질이며, 특별히 이러한 시간적 자질에 해 
나타내는 시간 관련 부사어는 부가어로 치부하고 끝내기에는 그 비중이 크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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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연우는 자기 방에서 2시간 동안 책만 보고 있다. 

   행위주  처소역          ?      피동주

ㄷ. 단우는 3시에 카페에서 연우를 만났다. 

   행위주    ?   처소역   동반주역  

ㄹ. 연우는 2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잤다. 

   행위주    ?       ?      

(17)에서 보는 것처럼 유독 시간과 관련한 표현들에 관하여는 적절하게 자리를 매겨줄 

수가 없다. 가령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걸었다’라는 표현과 ‘세 시에서 네 시까지 운

동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 보자.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세 시에서’, ‘네 시까

지’는 모두 같은 [명사구 + 후치사]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관련 표현인 전자의 

‘지하철역에서’는 출발점역을, ‘학교까지’는 도착점역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시간 관련 

표현인 ‘세 시에서’, ‘네 시까지’에는 부여할 수 있는 적당한 의미역이 선뜻 떠오르지 않

는다. (17ㄱ)의 예만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단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행위주이다. ‘학교’가 감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단우

가 달려가는 목적지’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15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는 이 물음에 우언적 구성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바로 ‘단우가 집에서 학교까지 달려

가는 데에 소요된 시간’이다. 이를 적절한 문법 용어로 포착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결국 시간이 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질임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시간과 관련한 의미역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18) ㄱ. 시위치역: 어떤 사건의 거시적인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예)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 다.

ㄴ. 시작시간역: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예) 단우는 4시부터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ㄷ. 종료시간역: 어떤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예) 단우는 아침 7시까지 잤다.

ㄹ. 소요시간역: 어떤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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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역

예) 3년 만에 소설을 완성하 다.

ㅁ. 지속시간역: 어떤 사건이 진행된 시폭을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예)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ㅂ. 간격역: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경우 다음 사건이 발생

할 때까지 걸리는 시폭을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예) 3개월마다 축제가 열렸다. 

  이와 같은 의미역을 설정한 후에는 이것이 문법 기술에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의미역은 의미부를 담당하고, 격은 통사부를 담당한다. 이 둘이 어떻게 연

결(linking)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본고에서는 이에 한 본

격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일례로 ‘시간 + 에’만을 살펴보도록 하

자. 익숙한 예라고 할 수 있는 ‘장소 + 에’를 통해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해 보자. 우리

는 ‘장소 + 에’로 나타나는 논항이 장소역(location)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

만 ‘나는 학교에 있다’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가 장소역으로 해석되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가 도착점역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법 기술은 통사와 

의미를 별개로 인식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Vendler(1967: 97-121)에서는 서술어가 본유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적 속성에 따라 

사건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눈 바 있는데, 상태(states), 동작(activies), 완성

(accomplishments), 달성(achievements) 유형이 그것이다. 이러한 서술어의 상적 유형에 

따른 분류는 Smith(1997: 20)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 논의에서는 달성 유형을 세분하

여 순간(semelfactive) 유형을 구별해내고 있다. 잠시 Smith(1997)의 분류를 다음과 같

이 살펴보자. 

   (19) ㄱ. 상태: 알다, 믿다, 사랑하다, 원하다

ㄴ. 동작: 뛰다, 걷다, 수레를 다, 차를 운전하다

ㄷ. 완성: 그림 하나를 그리다, 의자 하나를 만들다, 백 미터를 달리다, 집을 짓다

ㄹ. 달성: 깨닫다, 찾다, 잃어버리다, 정상에 도달하다, 죽다

ㅁ. 순간: 재채기하다, 기침하다, 눈을 깜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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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유형을 표하는 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보도록 하자. 

   (20) ㄱ. 상태: 단우는 연우를 사랑했다. 

ㄴ. 동작: 단우는 공원을 걸었다. 

ㄷ. 완성: 단우는 집 하나를 지었다. 

ㄹ. 달성: 단우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ㅁ. 순간: 단우는 눈을 깜빡 다.  

  이제 각 예문에 ‘세 시에’를 결합한 후에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자. 

   (21) ㄱ. #세 시에 단우는 연우를 사랑했다. 

ㄴ. 세 시에 단우는 공원을 걸었다. 

ㄷ. 세 시에 단우는 집 하나를 지었다. 

ㄹ. 세 시에 단우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ㅁ. 세 시에 단우는 눈을 깜빡 다. 

(21ㄱ)과 같은 상태 동사에 ‘세 시에’를 결합시키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

태를 가진 어떤 시간 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150) (21ㄴ)과 같은 경우에는 

‘세 시에’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단우의 공원 걷기’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 해

석될 수 있고, ‘단우의 공원 걷기’ 사건이 시작된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곧 ‘세 시

에’는 시위치역 말고도 시작시간역으로도 해석 가능한 것이다. 이는 동작 사건이 시작점

과 끝점이 열려 있는 사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해석이다. 

  (21ㄷ)과 같은 경우에도 ‘세 시에’는 시위치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집 하나 

짓기’ 사건이 완료된 시점을 나타내는 종료시간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151) 이는 ‘집을 

150) 상태성 서술어에 개체 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와 장면 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 등을 더 세분하고 이와 각각의 시간 관련 의미역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51) 시점 부사어가 완성 동사와 달성 동사에 결합할 경우, 전자는 시작시간으로, 후자는 종료시
간을 나타낸다는 관찰은 Pustejovsky(1995: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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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라는 표현이 종결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ㄹ)과 같은 경우에는 

‘세 시에’가 잃어버린 순간의 시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 달성 동사는 특

성 상 시간의 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21ㅁ)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순간 동사는 시간의 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시에’는 시작시간역이나 

종료시간역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처럼 ‘세 시에’라는 표현은 결합되는 서술어의 상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미역으로 해석된다. 시작시간역은 ‘세 시부터’, 종료시간역은 ‘세 

시까지’ 등을 사용하여 중의성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 

  이상의 예는 어떤 표현(세 시에)이 어떤 의미(시위치, 시작시간, 종료시간)로 해석되

는가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해석론적 관점). 한편, 한 가지의 의미가 다양한 통사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현론적 관점). 이 역시 시간 자질을 

명세하는 참여자에 의미역을 부여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곧 시간 자질을 명

세하는 참여자에 의미역을 부여한 후에는 의미부와 통사부가 일 일로 응되지 않는 

경우에 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도록 하자. 

   (22) ㄱ. 연우는 방학 숙제를 일주일 동안 했다. 

ㄴ. 연우는 방학 숙제를 일주일 간 했다. 

ㄷ. 연우는 방학 숙제를 일주일을 했다. 

ㄹ. 연우는 방학 숙제를 일주일∅ 했다. 

(22)의 ‘일주일’이라는 명사구는 연우가 방학 숙제를 한 사건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것이 통사적으로 실현될 때에는 (22)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해석론

적 관점에서 ‘-동안’은 어떤 사건이 지속된 시간을 나타낸다. 하지만 표현론적 관점에서 

지속된 시간은 ‘-동안’이라는 표현에만 기 는 것이 아니다. 

  어떤 표현의 해석이 되었건, 어떤 의미의 표현이 되었건, 이상의 설명은 시간이라는 

사건 참여자에 적당한 의미 표찰이 달려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토 로 시간의 자질을 나타내는 의미부와 이것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112 -

   3.1.2.2. 담화 참여자

  언어생활은 담화를 기본으로 한다. 담화는 사전적 정의만으로도 충분한데, ≪표준한국

어 사전≫에 따르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다. 담화라는 것은 어떤 전달되는 내용

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게 마련이다. 거기에 화자가 있다.152) 

또 화자에 하여 청자 역시 있다. 여기서 거기는 우선적으로는 발화의 바깥이다. 다시 

말하면, 발화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목정수(2014: 106)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백도, 연극에서의 방백도 반드시 청자가 상정된다. 곧 어떤 발화가 있다면 이

를 둘러싼 화자와 청자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Dik(1997a: 5)에서도 자연언어의 주된 기

능은 소통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화자와 청자라는 두 참여자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153) 기능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어 소통 모델을 제시한다(Dik 1997a: 

8).154)

   (23) Dik(1997a)의 언어 소통 모델  

152) Giorgi(2010)는 상과 시제 범주를 통해 화자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지를 면 히 
고찰한 바 있다. 그 가운데 4장은 ‘Is the speaker there?’이다. 이러한 물음은 우리가 언어를 

할 때 화자의 존재를 굳이 인식해서 보지 않는다면 문장 속에서 화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 절은 이에 응답하며 시작한다. 화자는 늘 거기에 있다. 

153) Dik(1997a: 5)에서도 특수 상황에 한 방어를 하고 있다. 곧 글쓰기의 경우, 청자가 해당 
텍스트가 읽힐 때 활성화된다고 말하며, 독백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 말하고, 사유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한 숨겨진 발화로 봐야한다
고 말한다. 

154) Dik(1997a)의 용어로는 ‘A model of verbal intera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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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언어 표현(linguistic expression)을 둘러싸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다. 이 화자와 

청자는 각자 화용론적인 정보를 가진 상태이다. 화자는 청자의 화용론적 정보를 가늠하

면서 청자에 해 일정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한다. 기능문법에 있어서 모든 언어적 표

현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자에 한 화자의 의도’

가 없는 발화는 없다. 곧 모든 발화는 화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청자는 화자

가 가진 화용론적 정보를 가늠하면서 이 표현을 재구성하면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어떤 언어 표현을 둘러싸고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복잡한 작용이 일어난

다. 하지만 ‘언어학의 연구 상으로서 정제된 언어 표현’155)이라는 것은 해당 표현의 

내용만이 전경화 되기 일쑤이기에 그 배후에 있는 화자와 청자의 존재에 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는 한다. 곧 화자 혹은 사유자는 문장의 뒤로 숨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사유자, 그리고 그 발화나 사유의 내용을 전달받는 청자에 관한 흔적이 어떻게든 문장

에 남는다. 더 엄 히 말하면 화자는 문장을 부호화시킬 때, 자신의 존재를 문장에 드

러낸다. 또, 화자는 자신이 청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문장(발화)을 통해 드러낸다. 

이에 관하여는 3.2절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자. 우선 문장을 둘러싸고 화자나 사

유자, 그리고 청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발화나 사유를 상위언어

적으로 나타내 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화나 사유 역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156) 또한 발화나 사유가 사건인 이상 의미역을 가

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논리철학논고》에서 “2.1. 우리는 마음에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라

고 하며 현실을 그림에 빗댄 바 있다. 이왕 그림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의 그림을 

보자. 

155) 체계문이라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156) 상황의미론에서는 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그 자체도 

상황으로 파악한다(이기용 1998: 22,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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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의 그림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자화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속 자아는 어떤 여인과 소가 교회 앞에 있는 장

면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자화상 밖의 샤갈은 ‘어떤 여인과 소가 교회 앞에 있는 장면’

을 그리는 그림 속 자아를 다시 그리고 있다. 

   (25) ㄱ. 단우는 아까 연우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다고 선생님께 말했다. 

ㄴ. 단우는 연우를 파티에 초 한 것을 후회했다. 

  (25ㄱ)은 발화와 관련된 것이고 (25ㄴ)은 사유와 관련된 것이다. 그림에 비유하자면 

문장 속 단우는 ‘아까 연우가 운동장에서 넘어진 것’을 그려내는 ‘그림 속 화가’이다. 이

런 단우를 다시 그려내는 문장 밖의 화가가 화자로서 다시 존재한다. (25ㄴ)도 마찬가

지이다. ‘연우를 파티에 초 한 것’에 해 후회하는 사유를 하는 것은 문장 내 주어인 

단우이다. 그런 후회의 사유를 하는 단우를 문장 밖에서 다시 그려낸 것은 (25ㄴ)을 발

화하는 화자이다. 이때 만약 주어인 ‘단우’가 ‘나’가 된다면, 곧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게 

된다면 (24)의 그림처럼 자화상이 될 것이다. 곧 (24)의 그림이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처럼, 발화를 하는 자신의 모습에 해 발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

리는 이런 역학 관계에 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25)와 같이 발화와 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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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장은 해독될 때, 그 초점은 주로 문장 내 주어가 발화하거나 사유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 , 발화나 사유는 그 발화나 사유 내용(본고에서는 주로 명제로 연결되는)의 중

요성 때문에 사건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엄연히 말해, 발화 사건과 사유 사

건도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며 존재한다.157) 사건이라는 부류 내에 발화 사건과 사유 사

건을 유의미한 부류로 인정하고 나면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통사론적 유표성을 쉽게 설

명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발화 사건과 사유 사건의 행위주가 해당 발화나 사유의 내

용을 사실로 전제하는가에 따라 격 표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발화와 사유의 내용이 아

닌 발화나 사유가 이루어지는 사건 자체가 초점화되기도 한다. 

  발화나 사유 역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 발화나 사유 사건을 수행하는 행

위주에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앞서 소개한 

Jackendoff(1987, 1990: §7)의 논의에서는 사건을 크게 행위와 이동으로 나누고 이에 

한 의미 구조를 둘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어떻게 분

석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6) 단우는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선생님께 말했다. 

이를 Jackendoff(1990)의 방식 로 두 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27)          단우는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선생님께 말했다. 

행위-열: 행위주   ……             피동주          ……     수혜자

상-열: 출발점   ……             상            ……     도착점

  발화 사건을 행위로 파악했을 경우,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피동

주로 해석이 될 것이다. 피동주역은 사건에서 향을 입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이다(남

157) 가령 발화 사건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발화를 했는지가 명시가 가능하다. 가령 ‘어제 단우
는 연우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다고 선생님께 말했다’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어제’는 ‘연우가 
운동장에서 넘어진 사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우가 선생님께 해당 내용을 말한 사건’의 
시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유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발화나 사유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초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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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2007: 30). 가령 ‘단우가 연우를 때렸다’의 ‘연우’가 갖는 논항인데, ‘때리다’라는 

행위의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향을 받는다. 그런데 (27)에서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

서 넘어졌다는 것’은 이런 피동주역의 향입음성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 동사 ‘말

하다’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향을 받아야 하는 피동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단우가 연우를 때렸다’의 ‘연우’가 갖는 특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진다. 

  발화 사건을 이동 사건으로 파악했을 경우가 오히려 의미역의 해석이 자연스러워진

다. 동사가 이동 사건일 경우 이동체는 상이라는 의미역을 부여받는다(남승호 2007: 

31, 이선웅 2012: 232). 발화 사건의 경우 발화 내용이 그 로 상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화자는 출발점을, 청자는 도착점을 감당할 것이다. 문제는 사유 사건의 경우이

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28)          단우는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상-열: 출발점   ……             상     ……

사유는 항상 자아 회귀적이라는 점에서 도착점을 상정하기 힘들어 보인다. 상식적인 선

에서야 자기 자신이 청자가 된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우는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고 자기 자신에게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본유적으로 ‘생각하다’ 동사는 도착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아 회귀

적이라는 이유에서도 사유의 내용이 되는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는 이동체

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에 과연 상이

라는 의미역을 부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인지 그간의 의미역 논의에서는 발화나 사유에 한 보완이 조금

씩 이루어지기는 하 다. 가령 남승호(2007: 39)에서는 여격 논항이 ‘말하기 동사’와 함

께 나타날 때에는 여격에 나타나는 논항이 수신인(addressee)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홍재성(2002: 293)에서는 내용역(Contents)을 설정하 는데, 이에 해 이선

웅(2012: 233)에서는 내용역의 설정이 온당하다고 평가를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본

고에서는 발화 동사나 사유 동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발화 동사와 사유 동사가 구성

하는 발화 사건과 사유 사건에 하여 유표적인 접근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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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연(2012)에서는 인용 동사를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158) 이 논의에 따르

면 인용은 결국 발화와 사유로 크게 별되고, 발화는 다시 그 방식을 문제 삼는 것과 

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발화 동사는 발화 방식 동사와 화행 동사

로 나뉘게 된다. 박재연(2012: 213)의 표를 그 로 제시해 본다. 

   (29) 박재연(2012)의 인용 동사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예

발화 

동사

발화 

방식 동사

음성 발화 동사 말하다, 이야기하다, 떠들다, 중얼거리다

문자 발화 동사 쓰다, 적다, 올리다

몸짓 발화 동사 손짓하다

화행 동사
진술 동사 설명하다, 지적하다

질문 동사 묻다, 질문하다

  한편 사유 동사는 양태의 의미 역을 도입하여 포괄적 사유 동사와 양태 동사로 나

누었다. 이 역시 박재연(2012: 221)의 표를 그 로 제시해 본다. 

   (30) 박재연(2012)의 사유 동사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예

사유 

동사

포괄적 사유 동사 생각하다, 생각되다

양태 동사

인식 양태 동사 가정하다, 판단하다, 알다, 믿다

동적 양태 동사 결심하다, 다짐하다, 계획하다

감정 양태 동사 느끼다, 걱정하다, 슬퍼하다

  이상의 분류를 참고하자면, 사건은 크게 발화 사건, 화행 사건, 사유 사건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발화와 화행은 물리적인 발화를 기반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발화 기반 사

건’이라는 분류로 다시 묶을 수 있다. ‘사유 기반 사건’ 역시 포괄적인 사유인지, 인지

158) 인용 동사의 하위 분류에 관하여는 박재연(2012)의 논의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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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평가/감정과 관련된 사유인지에 따라 하위 범주화가 더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

라 각 사건을 수행하는 논항은 기존과 같다면 행위주나 출발점(발화의 시작점이라는 의

미로)으로 파악되겠지만, 발화자(addressor), 사유자(thinker), 화행자(발화수행자, speech 

actor)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화 사건, 화행 사건, 사유 사건에서 발생

하는 발화의 내용, 화행의 내용, 사유의 내용에 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역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사건에서 청자가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발화 사건과 화행 사건의 경

우 수신자(addressee)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다음 (31)과 같이 정리한다.

   (31)

1차 분류 2차 분류

담화 

사건

발화 기반 사건
발화 사건 화, 독백, 기록

화행 사건 질문, 명령, 권유, 약속

사유 기반 사건 사유 사건 생각, 의도, 인지, 추측, 평가, 감정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의미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32)

와 같다. 

   (32) ㄱ.           단우는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고  선생님께 말했다.

   발화 사건: 발화자  ……             내용       ……      수신자

ㄴ.           단우는  [세 시까지 교실로 돌아오라]고  연우에게 명령했다.

   화행 사건: 화행자  ……       내용      ……      수신자

ㄷ.           단우는  [연우가 아까 운동장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사유 사건: 사유자   ……          내용          ……

  발화와 사유, 화행을 사건으로 보고, 이에 한 의미역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나면 

(33)과 같은 사유와 관련한 복문도 유연한 분석이 가능해지리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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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ㄱ.            단우는  [특강에 갈까 말까]  망설 다.

    사유 사건: 사유자  ……   (고민의)내용  ……

ㄴ.            단우는  [꼭 닭갈비를 먹]고 싶었다. 

    사유 사건: 사유자  …… (희망의)내용  ……

ㄷ.            단우는  [특강에 참석하려]고 한다.

    사유 사건: 사유자  …… (의도의)내용    ……

  이번 절에서는 발화와 사유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해 다루었다. 하지만 어떤 문장을 

해독할 때, 우리는 문장 내용 자체에 몰입하여 그 배경에 화자와 청자가 당연히 존재한

다는 것을 망각하고는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 발화와 사유를 문장 내

에 상위언어적으로 나타내 보았다. 

  발화와 사유 역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 다. 나아가 발화와 사

유 역시 사건인 이상, 이 사건에 참여하는 논항들의 의미역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

성이 두되는데, 기존에는 이에 한 인식이 없었음을 지적하 다. 이에 따라  발화와 

사유의 내용에는 기존의 내용역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하 고, 사건을 수행하는 논항

에는 발화자, 화행자, 사유자를, 해당 내용을 수신하는 논항에는 수신자라는 의미역을 

설정해 보았다.

 3.2. 문장의 의미 층위 구조와 부사어 및 선문말어미의 통합

  3.2.1. 이론적 배경: 문장의 의미 층위 구조

  앞서 우리는 언어 표현을 둘러 싼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강조하 다. 그런데 언어학

에서는 이러한 화자와 청자와 결부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다루는 것을 화용론의 소관으

로 치부해 왔다. 반면 통사론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장의 구

조와 구성 요소들의 분포 등을 중심으로 문장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체계문과 

쓰임문의 차이이기도 할 것이다.159)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능문법에서는 문장을 철

159) 본 절의 예비적 논의인 2.1.2에서 문장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체계문과 쓰임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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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담화 내에서 문맥을 가지는 존재이자,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로 취급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목정수(2014: 25, 80)의 명제 중심, 서술어 중심의 문장관160)

에 한 비판을 2.1.2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목정수(2014: 30)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34) ㄱ. Proposition Structure: Subject Object VERB-obj-subj

ㄴ. Sentence Structure: Hearer Subject Object VERB-obj-subj-hearer

결국 목정수(2014)의 논의는 한국어는 화자, 청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화용론이 아닌 

문법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문장은 (34ㄱ)이 아닌 

(34ㄴ)을 그 골조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할 것이다.

  2장에서 주로 다뤘던 문장인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

었을 거예요’를 다시 상기해 보자. 이때 청자로 선생님을 상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

이 될 것이다.

   (35) 선생님,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34ㄱ)처럼 서술어 ‘먹다’가 취하는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이 문장을 바라보게 되면 ‘먹

다(단우, 밥)’와 같이 논리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35)의 한국어의 문장은 이보

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선생님’이라고 청자를 부름으로써, 문장 자체에 청자의 존

재가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화자는 청자에게 

‘-요’라는 상 를 높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요’

라는 종결어미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해 낼 수 없다. 또한 청자가 화자보다 지

위가 높다는 점에서 당연히 화자의 존재 역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161) 

를 언급한 바 있다. 참고를 위해 가져오자면, 체계문은 “언어 체계에 한 언어학자의 모형에
서 그것의 주 기능이 문법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인 이론적 구성물”이다(Lyons 1977: 632). 
반면 쓰임문은 상황이라는 문맥이 필연적으로 고려되며,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존
재도 중시되는 문장이다. 

160) 본고의 식으로 하자면 체계문 중심의 문장관이라고 할 것이다. 
161) 목정수(2014: 20)는 우법에 관한 표현이 문법 형태로 부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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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35)의 문장에는 화자를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더 있다. 우

선 ‘다행히’와 ‘아마’라는 부사어이다. 이는 명제를 상위언어적으로 하는 화자와 관련

된 것이 부호화된 것이다. 더불어 문말 앞에는 ‘-을 것이-’라는 우언적 구성의 문법 범

주가 사용되었다. 이는 ‘단우가 세 시 쯤에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사건에 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곧 (35)의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화자를 배제하고 나면 ‘-

을 것이-’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편 사건의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과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었-’은 

‘단우가 밥을 먹는 사건’의 진행 양상이나 시간적 위치에 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 하지만 상과 시제는 화자와 관계가 없다.162) 이는 사건에 귀속되는 범주이다.163) 이

를 (34ㄴ), 곧 목정수(2014)에서 보인 구조 “Hearer Subject Object 

VERB-obj-subj-hearer”로 설명하면, 최초의 Hearer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드러나

고, Subject는 ‘단우’라고 할 수 있으며, Object는 ‘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동사의 

어간인 ‘먹-’이 위치한 후에 목적어와 관련된 문법 요소, 주어와 관련된 문법 요소, 청

자와 관련된 문법 요소가 달라붙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성기게 나타낼 

수 있다. 

   (36) Sentence Structure: Hearer Subject Object VERB-(obj)-   subj-    hearer

                            선생님! 단우가  밥을    먹 고 있 었   을 거예  요

  (35ㄴ), (36)과 같은 식으로 문장을 분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한 문장을 둘러싸

청자의 문제를 화용론이 아닌 문법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는 이에 적극적
으로 동의한다. 

162) 시제의 경우 ‘발화시’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가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현실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화자는 
다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화했을 뿐이다. 요지는 시간은 화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주
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해 객관적 한정과 주관적 한정을 나눈 바 있
다. 

163) 예외는 물론 있다. ‘놀고 자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보자. ‘-고 자빠지다’라는 표현은 상적으
로는 행위주가 어떤 상태에 지속적으로 있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본래 ‘눕다(lie (down))’ 동
사는 지속상(continuous)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발달하기 쉽다(Heine & Kuteva 2002: 
193-194). 그런데 이 표현에는 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해 매우 못마
땅하게 여기는 평가의 의미도 강하게 있다. 다른 예로, ‘-었-’ 역시 ‘너 내일 죽었어’와 같은 
표현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야말로 화용론에서 처리해야할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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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 가지 층위를 면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문장이 전하는 핵심 내용이고, 

하나는 이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화자와 이 내용을 듣는 청자와 관련된 것이다. 목정수

(2014: 50)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37) 목정수(2014)의 문장 도식

본고는 이러한 도식으로 문장을 바라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 도식에서 문장

에서 명제를 빼면 다음 (38)과 같이 A와 B 부분이 남는다.

   (38)

우선 A와 B부분은 차치하고, 목정수(2014)에서 ‘명제’라고 칭하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

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자.164) 본고의 논리로는, 명제의 내부에는 ‘1)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들이 포화된 구성체, 2) 상과 시제와 관련된 우언적 구성이나 선문말어미, 3) 사건

에 얽혀 있는 시간과 관련된 부사어, 4) 사건에 얽혀 있는 공간과 관련된 부사어, 5) 사

건의 진행 양식이나 수단 등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 등이 들어가게 된다. 

  다시 돌아와 나머지 A와 B 부분을 고려해 보자. 몇 가지 문제가 두되는데 ‘1) A

역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며, B 역에는 무엇이 있는가, 2) 이를 균질하게 A 역, B 역

으로 하나로 포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 3) 만약 층위가 있다면 이를 무엇이라 명명할 

164) 결국 ‘문장이 전하는 핵심 내용’을 무엇이라고 칭할지가 문제이다. 목정수(2014)에서는 이
를 ‘명제’라고 칭했다. 엄 히 따지자면 이 핵심 내용은 사건일 수도, 명제일 수도, 사실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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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다시 2.2에서 계속 사용한 문장의 도해를 가져와보자. 

   (39)

2.3에서 논의하 듯이 (39)의 문장 내에서 제시되는 사건은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

가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동시에 명제이자 사실도 

될 수 있다. 여기서 화자는 이 명제에 한정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추가되는 것이 

바로 ‘아마’라는 부사어와 ‘-을 것이-’라는 우언적 구성이다. 명제에 한 화자의 가공

(양태화)이 가미되었으므로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

는 양태화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가 화자에게 참인 명제, 

곧 사실이 되면 화자는 이에 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하여 문법 

범주인 선문말어미가 발달해 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평가라는 것이 몇 가지로 범주

화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어휘 범주인 부사어는 충분히 이 평

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39)에서는 ‘다행히’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다행히’가 

향력을 미치는 상은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이다. 이 경우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며, ‘다행히’가 여기에 포함

이 되면 평가된 사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 2.1.2절에서 문장의 의미에 해 다룬 바 있다. 핵심은 자칫 문장이 사

건을 나타낸다거나 명제를 나타낸다고 말하기 쉬우나, 사실 문장은 사건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실체와 화자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실체가 어우러진 결과물일 뿐, 문장이 무엇

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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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이때 A에는 해당 의미 층위 X와 관련된 어휘 범주(열린 집합)인 부사어가, B에는 문법 

범주(닫힌 집합)인 선문말어미(혹은 우언적 구성)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문장을 층위 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여러 학자, 여러 학파를 통해 계속해서 다

루어져 왔다.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흥미롭게도 문장의 층위 구조를 다루는 부분의 

논의들은 부사어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문장의 층위 구조와 부사어가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여 전적으로 원용하고자 하는 문장의 층

위 구조에 관한 논의는 기능문법의 것이다. Dik(1997a: 215)에서는 Lyons(1977: 

438-452)의 실체 분류에 0차와 4차를 추가하여 (4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1) Dik(1997a)의 실체 분류

ENTITY TYPE(존재론적 유형) Order(차)

speech act(화행) 4

possible fact(가능 사실) 3

state of affairs(사태) 2

1st-order entity(1차 실체) 1

property/relation(속성, 관계) 0

본고에서는 속성이나 관계와 관련된 0차 실체(Dik은 ‘color’를 꼽고 있다)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담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문법의 언어관은 화행 층위를 4차 실체

의 지위로 세웠다. 이는 4차 실체가 2차 실체나 3차 실체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ik(1997a)은 3차 실체에서 명제와 사실을 굳이 구분하

지 않고 있으며 그 명칭도 ‘가능 사실’로 본고와는 다르다. 하지만 가리키는 상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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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여전히 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5) 다만 2차 실체에 해서 본고는 

사건을, 기능문법에서는 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2.3에서 설명하 듯이 기능문법에서의 사태는 상과 시제가 결여된 본고의 ‘핵 서술 단

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기능문법의 사태는 사건의 가능태이지 어떤 세계에서 일어났

거나 일어날 일은 아니다. 더불어 사태는 그 자체로 층위가 변환되어 명제가 될 수 없

다. 예를 들자면 ‘단우가 밥을 먹-’은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이 되어서 ‘단

우가 밥을 먹었다’가 되어야 층위 변환을 거쳐 명제로 기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Dik(1997a: 50)에서는 (41)의 의미 층위를 중심으로 ‘절(clause)’의 구조를 다음과 같

이 표상한다. 

   (42) Dik(1997a)의 절(clause) 구조

165) 같은 맥락으로 Hengeveld(1998: 345)를 참조해도 된다. 이 논의에서는 1차 실체를 
‘individual(개체)’로, 3차 실체를 ‘Propositional content(명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큰 
줄기는 Dik(1997a)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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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1997a)을 따라 밑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맨 처음에 서술

어가 있고, 이 서술어가 취할 수 있는 후보 논항들이 있다. 서술어는 적절한 논항을 취

한다. 이렇게 논항이 포화가 되면 1층으로 올라가 사태(state of affairs)가 된다. 이 사

태는 ‘핵 서술부(nuclear predication)’로서, 아직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지 않은 상태

이다. 이때 등장하는 π는 문법적 운용자(operator)이며, σ는 어휘적(lexically)으로 나

타나는 수식어를 나타내는데 보통 부사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Dik(1997a: 51)은 위성(satellites)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핵 서술부 층위에서는 π는 

진행상(progressive)이 되고, 위성은 방식부사어가 될 것이다(Dik 1997a: 51). 

  이층으로 올라가면 진행상과 방식부사어를 이끌고 있는 ‘핵 서술부’는 다시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게 된다. 이때 문법적 운용자와 어휘적 부사어를 합쳐서 ‘중심 서술부

(core predication)’라 한다. 이 중심 서술부는 다시 운용자와 부사어를 만나는데, 곧 π

는 시제가 될 것이고, σ는 시간부사어나 장소부사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

의 한정을 받고 나면 ‘확장된 서술부(extended predication)’가 된다. 이는 한층 더 올라

가게 되면 그 로 명제가 된다. 이 층위부터는 화자가 개입된다(1997a: 52). 이 층위에

서 π는 양태소가 될 것이고, σ는 양태부사어가 된다. 마지막으로 절의 가장 바깥에는 

화행 층위가 있으며, 이 경우 운용자는 발화 수반 행위를 나타내는 평서문 종결 어미나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된다. 또 이때의 위성은 ‘솔직히’와 같은 부사어정도가 해당되는데, 

발화의 방식에 해 상위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어 문장에 적용한 

Dik(1997a: 53)의 예는 다음이다. 

   (43) [Decl [Poss [Pres [Prog [write(John)(a letter)] (carefully)] (in the library)] 

(as far as I know)]σ4] 

물론 이 모든 운용자와 위성이 의무적으로 나타나야 할 필요는 없다.166) Dik(1997a: 

54)의 예를 보자.

166) 앞서 양태화된 명제나 평가된 사실 층위는 수의적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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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ㄱ. John laughed

ㄴ. [Decl [∅ [Past [∅ [laugh(John)] ∅] ∅] ∅] ∅] 

  이제 한국어 문장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서술어가 필수 논항을 취한 구조체를 무

엇으로 부를까에 해서는 앞서 충분히 논의했다. 이것을 Dik(1997a)에서는 사태라 하

으나 본고에서는 핵 서술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핵 서술 단위는 추상적 실체이

므로 사건이 되어서야 비로소 구상적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위

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시간과 공간에 관한 위성, 그리고 문법적 운용자를 지닌 사건

은 그 로 화자의 머릿속에서 명제로 층위가 변환될 수 있다. 또한 이 명제의 진리치가 

화자에게 참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를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 

명제, 사실은 외연적으로는 동일하며, 동일 층위에 놓인다. 다만 이 사건이 화자의 인식

에 주어진 재료, 곧 명제가 되었을 때 화자는 양태화시킬 수 있으며, 사실이 되었을 때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상위언어적으로 해당 발화를 하는 자신의 발화 태도에 한 정

보를 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화자의 각 의미 층위에 한 한정이 부사어와 선문말어미

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 층위를 한정하는 표현들의 문장 내 결합 순서는 

(35)의 ‘선생님,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행 > 사실 > 명제’라고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167) 

  그러므로 본고의 문장 도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한국어의 현실에 맞추려면 문법

적 운용자는 뒤에, 어휘적 부사어는 앞에 나타나야 적절하다. 평가된 사실과 화행 층위

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 ‘솔직히’라는 부사어를 위성으로 추가해 본다. 

167) 이에 해서는 바로 다음 절에서 좀 더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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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다. 문장의 구조는 양파와 같으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객관에서 주관으로 나아가는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를 중

심으로 다시 말하면, 선문말어미는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관적인 것의 순서

로 달라붙고, 부사어는 주관적인 것부터 객관적인 것의 순서로 앞에서부터 줄을 서게 

된다.168) 이러한 경향성은 여러모로 Hopper & Traugott(1993)이 제시한 문법화 단일 

방향 가설(unidirectionality)이나 Traugott(1989, 2003)이 제시한 주관화

(subjectification)와 맞닿아 있다. 우선, 주지하다시피 문법화는 ‘구상적인 것에서 추상적

인 것으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실질형태소인 것에서 형식 형태소인 

168) 이는 문장의 계층구조를 다루고 있는 노마 히데키(1996, 한국어 저작)와 野間秀樹(2012, 
일본어 저작)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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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일어난다. 본고의 방식 로 말하자면 사건 지향적인 것에서 담화 지향적인 것으

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관화는 어떤 언어 표현이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 그 자체에서 화자 중심적인 것으로 재편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문장의 층위 

구조와 일맥상통한다. 문장의 깊숙한 곳에서 바깥으로 나올수록 화자와 관련된 언어 표

현들이 자리 잡는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경향성을 기반으로 부사어와 선문말어미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2.2. 의미 층위 X와 ‘사건/담화’ 지향 부사어

  

  생성문법에서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이 어떤 의미역을 갖는지, 그리고 이것

들이 통사부에 실현될 때에는 어떤 격으로 실현되는지만이 주된 관심사 다. 앞서 논의

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는 부사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부사격

(adverbial case)을 부여하거나, 어휘격(lexical case)과 같은 다소 실체가 모호한 문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

자.169) 격에 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이 격을 부여(인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한 것

이 포함된다. 가령 ‘먹다’와 같은 경우는 의미역으로 ‘먹는 자’와 ‘먹히는 것’을 요구하

고, 이는 통사적으로 주격과 격을 부여받아 실현된다(가령 ‘단우’가 ‘단우가’로 실현되

고 ‘밥’이 ‘밥을’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때의 격 부여자는 핵인 ‘먹다’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부사어 표현에 들어 있는 명사에 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사 + 후치사’ 구조(예: 망치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

사어(가령, ‘확실히’나 ‘다행히’, ‘솔직히’ 등)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온당한가에 한 물

음이 두된다. 쉽게 말해, 도 체 무엇이 해당 부사어가 하필이면 그곳에, 하필이면 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냐는 것이다. 

  통사부에 절 적인 힘을 실어준 생성문법적 관점(통사 구조가 정해져 있고, 언어 현

실은 그 구조에 맞게 실현되어야만 한다)에 입각하여 부사어에 해 다룬 논의로는 

Alexiadou(1997)와 Cinque(1999)가 있다. 우선 Alexiadou(1997: 41)에서는 부사가 동

사핵과 포합(incorporation)되거나 기능 투사의 지정어(specifier)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

169) 생성문법의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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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다.170) 부사어를 기능 투사의 지정어로 파악하는 것은 Cinque(1999) 역시 마찬가

지이다. 이 논의에서는 절 기능 투사(clausal functional projection)의 위계가 있다는 것

을 기능핵(functional head)의 결합 순서를 통해 고찰한다. 여기서 부사어는 부가어

(adjunct)가 아닌 각 기능핵(functional head)이 갖는 최  투사의 지정어로 나타난

다.171) Cinque(1999: 53)에서는 한국어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46) 그 분이 잡히셨었겠습디까? - 

그 분이  잡  히   시         었  었     겠        습     디     까

    주격    피동 일치소    선행 과거 인식양태   일치소  증거  의문법

(46)을 통해 보면 각각의 선문말어미는 기능핵이 되고, 이 기능핵은 위계가 있어 그 결

합 순서가 정해져 있다. 또한 이 위계 관계는 지정어인 부사에도 그 로 반 된다. 

Cinque(1999)에 따른 기능 투사의 위계는 (47)과 같으며 이 순서는 그 로 부사어의 

순서가 된다. 

   (47) Cinque(1999)의 기능 투사 위계

Mood speech act > Mood evaluative > Mood evidential > Mod epistemic > 

T(Past) > T(Future) > Mood (ir)realis > Mod root / Aspect habitual / 

T(Anterior) > Aspect perfect > Aspect progressive / Aspect completive / Voice 

> V                                                     (Cinque 1999: 56)

  그런데 이상의 논의는 생성문법의 문법 기술 방식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약점이 있다. 

170) 동사 핵과 포함되는 부사어는 방식부사어(manner adverbial)이다. 방식부사어는 동사 핵에 
가장 가깝다. 어떤 사건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는가에 해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어떤 진행 
방식을 갖는가에 해 나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것이다. 가령 섭식을 생각해 보자. 
그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씹다’, ‘핥다’, ‘삼키다’, ‘마시다’, ‘빨다’ 등으로 나뉜다. 

171) 모든 부사어를 지정어로 보는 것에 해 Ernst(2002: §3)는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비판한
다. 한편, Ernst(2002)의 부사어 해석에 한 방법론은 본고와 일맥상통하는데, 그에 따르면 
부사어는 어떤 투사(projection)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부
사어가 달라붙는다(Ernst 2002: 95). 쉽게 말하면, 구조가 선험적으로 있어서 그 자리에 부사
어가 찾아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층위가 어떤 통사 구조로 실현이 되
는데, 거기에 부사어가 부가어처럼 붙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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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확 표준이론에서는 구절 구조 규칙을 ‘XP→ SPECIFIER X', X' → X 

COMPLEMENT’로 보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선문말어미는 핵이 되고, 의미 층

위 X는 이 핵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어가 된다. 이때 A에 나타나는 부사어를 지

정어(SPEC)로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spP는 ‘-고 있-’이 핵이 되고 ‘밥을 먹-’

이 보충어가 된다. 이때 ‘-고 있-’이 지정어로 ‘두 시간 동안’과 같은 부사어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통사부에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한다는 점, 

선험적으로 통사 구조가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경험론에 충실하고자 하는 본고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생성문법의 이러한 구절 구조 규칙은 내심 구조(endocentric 

structure)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모든 구절은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문장

에서 ‘다행히’나 ‘솔직히’, ‘물리적으로’172)와 같은 부사어들의 핵을 상정하기 쉽지 않다

는 점이다. 곧 이 부사어들은 어디에서 부사어를 인허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필연적

으로 두된다.    

  이상의 부사어 설명이 자질 중심(feature-based)이라고 한다면(기능핵이 지정어로서 

부사어를 취하는), Ernst(2002)는 자신의 부사어 설명을 향권 중심(scope-based)이라

고 설명한다. 곧 통사 구조 중심이 아닌 의미적 작용역을 중심으로 문장의 층위 구조와 

부사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논의인 것이다. Ernst(2002: 53)에서는 (48)과 같은 의미 

층위를 제안하고, 부사어가 어떤 향권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49)와 같이 분류될 수 

있음을 보 다(Ernst 2002: 96).

   (48) Ernst(2002)의 의미 층위

Speech-Act  >  Fact  >  Proposition  >  Event  >  Specified Event

            화행          사실         명제         사건        세부 사건

   (49) Ernst(2002)의 부사어 분류 

a. speaker-oriented:

speech-act: frankly, briefly, simply

evaluative: oddly, amazingly, predictably

172)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의 ‘물리적으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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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emic: modal: probably, necessarily, maybe

evidential: clearly, obviously

b. subject-oriented:

agent-oriented: rudely, tactfully, wisely

mental-attitude: calmly, willingly, intentionally

c. exocomparative: similarly, accordingly, independently

d. aspect-manner: slowly, quickly, abruptly

e. pure manner: tightly, loudly, woodenly

  작용역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하나 더 소개한 후에 종합해 보도록 하자. 김량혜윤

(2003: 488)에서는 의미부와 통사부의 준동형성을 기반으로, 부사어가 문장의 의미 범

주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음과 같다. 

   (50) 김량혜윤(2003)의 부사 유형

      

부사유형 선택되는 의미론적 논항유형

화용부사 화행
평가부사 사실
증거/인식 부사 명제
주어지향부사 사건
상부사 상 행위/상태
방법부사 행위/상태

  본고에서는 의미 층위로 ‘핵 서술 단위-사건-명제-사실-화행’을 설정하고 있다. 이때 

부사어는 어떤 층위를 향권으로 갖는가에 따라 적절한 의미 해석을 받게 된다. 곧 본

고는 Ernst(2002)나 김량혜윤(2003)의 논의에 부분 동의한다.173) 

173) 김태인(2014)에서는 한국어 부사어 ‘잘’을 논의하면서 Ernst(2002)나 김량혜윤(2003)을 이
미 원용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Ernst(2002)의 의미 층위 위계인 ‘Speech-Act   >   Fact  
 >   Proposition   >   Event   >   Specified Event’에서 ‘Specified Event’만 
Pustejovsky(1995)의 용어인 ‘subevent’로 바꾸어 제시하 다. 이에 한 번역은 ‘하위 사건’
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하위 사건은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과정은 말 그

로, 사건의 전개 방식, 곧 manner이고, 사건의 결과는 말 그 로 사건의 결과, result이다. 
한국어에서는 이 방식과 결과가 형식적으로 엄 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곧 ‘방을 깨끗하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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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고의 논의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앞서 문장은 사건 지향

적인 것에서 담화 지향적인 것으로 확 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 다. 따라서 부사어 

또한 결국 사건 지향적인 것과 담화 지향적인 것으로 크게 양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사건적인 것은 무엇이고 담화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수행한 작업들은 이에 한 적절한 답을 준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51) ㄱ. 사건적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곧 방식(manner)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가, 곧 결과(result)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곧 시간과 공간

   -왜 발생했는가, 사건의 연쇄, 곧 인과 관계

   -이상의 종합으로, 육하원칙(사건참여자)에 관련한 것

ㄴ. 담화적

   -화자는 해당 명제에 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화자는 해당 명제에 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를 어떻게 우하고 있는가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의 주목을 어떻게 끄는가

   -화자는 상위언어적으로 발화 단위 간의 논리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우리는 이미 앞서 (45)를 통해 문장을 분석해 볼 때, 크게 사건지향적인 부분과 담화

지향적인 부분으로 갈리는 것을 본 바 있다. 사건 지향적인 객관적 속성에 하여 화자

는 충실한 보고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에 

하여는 앞에서 충분히 논의하 다). 담화 지향적인 주관적 속성을 가진 부분에서 화

자는 어떻게든 문장 안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부호화를 수행한다. 이는 크게 두 가

웠다’에서 ‘깨끗하게’는 방식부사어에도 해당되고 결과부사어에도 해당된다. 
Pustejovsky(1995)의 사건 도식을 제시하면서 ‘잘’을 비롯한 부사어에 적용한 논의는 김태인
(2014)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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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곧 기능문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적 운용자인 선문말어미

가 그 하나가 될 것이고, 어휘적 수단인 부사어가 다른 하나가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부사어는 이제 사건 지향적 속성과 담화 지향적 속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2) ㄱ. 사건 지향적 부사어

   -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곧 방식(manner)

   → 방식부사어: 잘, 빨리, 멋있게

   -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가, 곧 결과(result)

   → 결과 부사어: 깨끗이, 납작하게 

   -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곧 시간과 공간

   → 장소 부사어, 시위치 부사어: 운동장에서, 세 시에

   - 왜 발생했는가, 사건의 연쇄, 곧 인과 관계

   → 원인 부사어: 화재로, 재정 파탄으로

   

ㄴ. 담화 지향적 부사어

   - 화자는 해당 명제에 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 양태부사어: 아마, 확실히, 분명

   - 화자는 해당 명제에 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평가부사어: 다행히,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 화행부사어: 솔직히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를 어떻게 우하고 있는가

   → (겸양부사어: 송구스럽지만, 죄송하지만)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의 주목을 어떻게 끄는가

   → 담화표지어: 음, 근데 

   - 화자는 상위언어적으로 발화 단위 간의 논리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 접속부사어: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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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ㄱ)에서 보이는 사건 지향적인 부사어에는, 제시된 것 이외에도 사건참여자라면 포

함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동안’

이나 종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용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부사어 ‘-만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간적인 것으로서 ‘집에서 학교까지’와 같이 출발점과 도착점, 경로 등

을 나타내는 부사어도 포함될 수 있다. (52ㄴ) 역시 그 분류가 성기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령 ‘물론’174)이나 ‘마땅히’ 류를 아우르는 당위를 나타낼 부사어를 설정해 볼 수도 있

을 것이고, ‘설령’이나 ‘설사’ 등을 아우르는 양보 부사어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별히 ‘겸양 부사어’를 따로 설정해 보았다. 우리는 화를 시작할 때, ‘송구스럽지

만’이라고 시작하며 어떠한 사실에 해 청자를 향해 보고하거나 부탁을 하게 된다. 넓

은 의미에서 화행부사어의 일종일 수 있을 것인데, 청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서 겸양부사어라는 지위를 부여해 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사어를 세 하게 살

피며 기술할 여력이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작용역을 중심으로 제 부사어에 한 재고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작용역에 따른 부사어의 중의성을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여러 작용역을 가지는 부사어가 있는데, 이 역시 문법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

향성이 있는 듯하다.175) 이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부사어 해석의 중의성에 하여, 마지막으로 ‘반갑게’라는 부사어를 한 실례로 제시하

고 본 절을 마무리하겠다.176) 말뭉치에서 ‘반갑게’가 쓰인 두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겠다. 

174) ‘물론 너는 오늘 학교에 가야 한다’의 ‘물론’이다. 이때는 ‘물론’이 당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오늘은 단우가 오지 않는 날이다’와 같이 어떤 명제의 확신성에 해 나타내는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다. 

175) 가령 김태인(2016)에서는 ‘잘’의 의미 확장을 문법화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곧 방식부사
어 ‘잘’은 사건지향적이었는데, 이것이 담화지향적인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바로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물론’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곧 당위에서 추측으로의 변모는 

어 ‘must’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176) 본래는 부사어의 중의성에 하여 한 절을 따로 마련하여 몇몇 예를 보이며 기술하려고 하

으나 기술하고 싶은 상당한 예가 김태인(2014)과 중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만 두었다. 김
태인(2014)에는 작용역에 따라 해석의 중의성을 갖는 부사어 ‘빨리, 천천히’, ‘무례하게’, ‘확
실하게’, ‘이틀 동안’, ‘꽤’ 등의 예를 보이고 있다. ‘반갑게’의 중의성에 하여는 다룬 적이 
없기에 본문에서 제시한다. ‘반갑게’라는 부사어를 통해 방식부사어가 어떻게 평가부사어로 
그 쓰임이 전환되는지에 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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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ㄱ. 그들은 서로 간에 귀엣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반갑게 서로 악수도 하고, 혹은 상

방을 향해 떠들썩하게 무어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약간 어수선한 상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ㄴ. 반갑게도 정보통신 노동자에서 시작해 비록 소수지만 인터넷을 통해 결속을 키

우는 열린 노조의 구체적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53ㄱ)의 ‘반갑게’는 ‘그들’이 서로 만나 교제를 나누는 사건의 진행 방식에 해 묘사

한다. 곧 현실 세계에서 그들이 악수를 했는데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쁘

게 한 것이다. 이를 기술하고 있는 화자는 현실 세계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에 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해당 사건에 해 그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다. 반

면 (53ㄴ)의 ‘반갑게’는 화자의 존재가 강하게 느껴진다. 곧 (53ㄴ)의 화자는 ‘정보통신 

노동자에서 시작해 비록 소수지만 인터넷을 통해 결속을 키우는 열린 노조의 구체적 사

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실의 사건을 기반으로 한 사실’에 해 평가를 내린

다. 곧 그 소식이 화자에게 있어서 ‘반갑다’라는 것이다. 

  이상의 언어 현상을 기반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인공적인 예문도 적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54) 반갑게(도), 단우와 연우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

(54)의 예문에는 ‘반갑게’가 두 번 나타난다. 하지만 이 둘의 해석의 결은 전혀 다르다. 

화자는 단우와 연우가 평소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날 단

우와 연우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단우와 연우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라는 사건을 기반으로 한 사실에 해 ‘반갑다’라고 평가를 내린다. 이것이 

전자의 ‘반갑게’의 해석이다. 후자의 ‘반갑게’는 현실 세계에서 단우와 연우가 마지못해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서로를 하며 말 그 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것에 

해 기술한다. 곧 전자의 ‘반갑게’는 어떤 사실 명제에 한 화자의 평가를 부호화하고 

후자의 ‘반갑게’는 단우와 연우의 인사 사건의 진행 방식에 해 부호화한다. 

  평가부사어의 쓰임을 갖는 ‘반갑게’는 화자의 평가이다. 곧 평가부사어는 화자와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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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만일 화자가 그 로 문장 내 사유자가 되어 사유 사건이 

기술될 경우 부사어 ‘반갑게’ 신에 모문 서술어 ‘반갑다’를 통해서도 화자의 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말뭉치에서 찾은 다음의 예문을 보자. 

   (55) ㄱ.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서도 스스럼없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

다 반가웠다.

→ 반갑게도,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서도 스스럼없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다. 

ㄴ. 어디서인지 까마귀가 날아와 소나무 가지에 앉으며 우짖는다. 한복이는 열심히 

손을 모아 다시 절을 한다. 그는 까마귀가 찾아준 것이 반가웠다. 

            → *반갑게도, 그를 까마귀가 찾아주었다.

(55ㄱ)은 ‘∼다는 것이 반갑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 이때 ‘∼다는 것’은 완형 보절로, 

화자이자 사유자인 ‘자신’에게 사실로 전제된 정보이다. 이 사실에 하여 화자는 ‘반갑

다’라고 기술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하기에 ‘∼다는 것이 반갑다’는 

‘반갑게도, ∼이다’와 호환이 가능하다. (55ㄴ)은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오는 문장

이다. 작가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한복이’의 심정을 기술한다. 한복은 까마귀가 찾아

준 것이 반가웠다. 그런데 이 경우 ‘반갑다’는 평가부사어 ‘반갑게’로 바꿔 쓰는 것이 불

가능하다. 곧 ‘반갑게도 한복이를 까마귀가 찾아주었다’와 같은 문장이 불가능한 것이

다. 만약 이 문장이 성립한다면 이는 ‘한복이를 까마귀가 찾아주었다는 사실이 한복이에

게가 아니라 화자에게 반갑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평가부사어가 화자와 결부되어 있

는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3.2.3. 의미 층위 X와 ‘사건/담화’ 지향 선문말어미

  부사어와 같은 맥락으로 선문말어미 역시 사건 지향적인 것과 담화 지향적인 것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육하원칙과 관련한, 사건에 귀속되는 선문말어미가 

있고, 어떤 명제를 둘러싸고 있는 화자와 청자와 관련한 선문말어미가 있는 것이다. 우

선 본고에서는 부사어의 순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문장의 의미 층위 구조를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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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56) 핵 서술 단위 > 사건 > 명제 > (사실) > 화행

이 가운데 논리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고려해야만 하는 층위는 명제, 사실, 화행이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상화할 수 있다. 

   (57) 핵 서술 단위 > 사건 > 명제 > (사실) > 화행

         ⇠  사건 지향적  ⇢ ⇠   담화 지향적   ⇢

이미 앞서 (45)에서 이를 토 로 절을 도해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8)

 

이미 설명된 것이지만 (60)에서 σ는 위성(satellites)인 부사어를 표상하고, π는 문법적 

운용자, 곧 한국어에서는 선문말어미를 표상한다. 한 의미 층위를 둘러싸고 부사어와 선

문말어미가 달라붙는다. 그리고 부사어와 선문말어미를 이끈 한 의미 층위는 또 다시 

한 차원 위의 의미 층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의미 층위를 작용역으로 갖는 부사어

가 있었던 것처럼 각 의미 층위를 마주하는 선문말어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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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어미의 결합 순서는 Lyons(1977)나 Dik(1997a)에서 제시한 실체의 존재론적 차원을 

강하게 반 한다.177) 

  Bybee(1985: 34-35)에서는 여러 언어의 문법 형태소들의 배열 순서를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59) Bybee(1985)의 문법 형태소 배열 순서

어간 - 결합가(valency) - 태 - 상 - 시제 - 서법 - 일치

이러한 Bybee(1985)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Cinque(1999: 55-56)는 선문말어미

(그의 논의에서는 ‘verbal suffix’)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60) Cinque(1999)의 선문말어미 배열 순서

V - voice / completive aspect / progressive aspect-perfect aspect-anterior tense 

/ habitual aspect / root modality-grammatical mood-future tense-past 

tense-epistemic modality-evidential mood-evaluative mood-speech act mood

  범언어적인 관찰을 토 로 한 Bybee(1985)와  Cinque(1999)를 통해 보건 , 선문말

어미, 기능핵, 문법적 운용자들의 결합 순서를 큰 줄기만을 얽어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61) 서술어의 어간 - 태 - 상 - 시제 - 양태 - 화행 

이러한 접근이 선문말어미의 배열 순서에 관한 한국어학에서의 기왕의 논의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선문말어미의 배열 순서에 관한 한국어학 내에서

의 주요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7) 2장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Fillmore(1968)는 문장을 ‘명제 + 양태’로 보고 있는데, 곧 본고
의 핵 서술 단위를 명제로, 이 명제에 달라붙는 부정, 시제, 법, 상 등과 같은 문법 범주는 
모두 양태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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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ㄱ. 어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문법화가 된 것이다(이승욱 1973: 217-247).

ㄴ. 문장 구성 요소의 통사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선문말어미가 먼저이고, 화용론적

인 관계를 나타내는 선문말어미가 나중이다. 화자와 청자에 있어서는 화자가 

앞선다(서태룡 1988: 153).

ㄷ. 동사는 명제의 핵이고, 명제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선문말어미는 어간 가까이에, 

명제와 관련이 없는 선문말어미는 멀리 위치한다(최동주 1995: 320-323).

ㄹ. 언어의 구조적 거리와 관념적 거리를 도상적(iconic)으로 반 한 것이다(이효상 

1993: 15-17)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를 문법화라는 개념과 결부시킨 이승욱(1973)의 논의는 문장의 

바깥으로 나아갈수록 선문말어미가 실체의 존재론적 차원 중에 고차 실체와 관련된다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한다. 곧 문장의 핵심으로 갈수록 구상적인 것이, 바깥으로 갈수록 

추상적인 것이 자리 잡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문법화 자체가 구상적인 것에

서 추상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가지므로 

이승욱(1973)의 기술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언술은 문장의 층위 구조가 핵심으로 갈수록 사건 지향적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화자와 청자와 관련한 담화 지향적이라는 것이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는데 바로 

서태룡(1988)의 기술이 그러한 면을 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최동주(1995)의 

논의에서 ‘명제’는 본고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 논의에서 ‘명제와 관련이 

없는 선문말어미’라는 말은 ‘사건 지향적이지 않은’ 선문말어미라는 말이다. 곧 사건을 

기반으로 한 명제, 다시 말해 화자의 언어 연산의 상이 되는 실체에 화자가 이에 

한 확신성, 개연성, 평가 등을 부호화시킬 때 등장하는 선문말어미이다.178)

  한국어는 교착적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나는 언어이다. 선문말어미의 결합이야말로 이

러한 한국어의 교착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어 역시 Bybee(1985)와  

178) 이효상(1993)의 논의는 Bybee(1985)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Bybee(1985)에서는 선문말어미
(정확히는 inflectional expression을 고찰한다)들의 통사적 특징을 예측함에 있어서 의미와의 
관련성(relevance)을 하나의 원리로 내세운다. Bybee(1985)의 논의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효상(1993: 16)에 따르면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ㄱ.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많을수록 
동사에 형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ㄴ.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많을수록 동사어간에 가까
이 위치한다. ㄷ.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많을수록 음운형태론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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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que(1999)에서 제시한 범언어적 경향성에 부합할 것인데, 이는 설명한 것과 같이 문

장을 구성하는 실체의 존재론적 차원에 따른 배열 순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제 선문말어미의 결합에 관하여 몇 가지 점만 확인을 하고자 한다.  

  태(voice)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건에 해, 그 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가

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기술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박철우, 

2007: 208). 사건 기술에 한 근원적인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 사건 참여자들이 통사

적으로 드러날 때, 어떤 격으로 실현될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태 범주는 근본적이다. 

다시 설명하면,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문장의 가장 중심에는 핵 서술 단위가 있다. 그

런데 이 핵 서술 단위는 서술어에 해당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달라붙은 결합체이

다. 이때 태는 서술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사론적 결합가(valency) 역시 달

라지게 한다. 곧 기술자가 사건을 ‘무엇을 중심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 능동, 피동, 사

동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179) 박철우(2007: 226)에서 논의의 마무리 즈음

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태는 여러 기능 범주 중 가장 서술어의 어휘적 특성과 긴

하게 상호작용하며 용언 범주들과 가장 먼저 결합하는 문법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박

철우(2007: 208)에서 제시하는 예문을 잠시 보도록 하자. 

   (63) ㄱ. 진이가 (선생님의 지시로) 민이를 잡았다. (능동/주동)

ㄴ. 민이가 (선생님의 지시로) 진이에게 잡혔다. (피동)

ㄷ. 선생님의 지시가 진이에게 민이를 잡게 했다. (사동)

(63ㄱ)은 서술어가 ‘잡았다’로 (63ㄴ)은 ‘잡혔다’로 (63ㄷ)은 ‘잡게 했다’로 나타난다. 이

렇게 각기 다른 서술어는 사건 참여자가 통사적으로 실현될 때, 서로 다른 격으로 나타

나게 한다. (63)의 각 예문이 표상하는 현실의 사건은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

시를 받은 ‘진이’가 ‘민이’를 잡은 것이다. 현실 사건은 동일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화자가 사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진이’는 주격으로도 사격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민이’는 격으로도 사격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했지만, 이러한 사

179) 이 ‘무엇을 중심으로’라는 화두는 박철우(2007)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앞서 오징
어가 그릇에 담기는 각도에 해 다룬 바 있다. 요리사가 오징어 요리를 그릇에 담을 때 어
느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가와 관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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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기술하는 관점의 선택은 전적으로 화자의 몫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

의 사건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논리식에서부터 화자를 고려해야 하는 담화 지향적인 성

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태가 통사적 결합가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논항이 달라붙는다. 가령 주동문, 타동문

의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서술어에 달라붙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주

어와 목적어 가운데 목적어가 서술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목적어는 내

부 논항으로, 주어는 외부 논항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다.180) 이러한 직관은 복합어를 

살펴보면 선명해진다. Grimshaw(1990)의 예를 보자. 

   (64) ㄱ. Flower-arranging by novices

ㄴ. *Novice-arranging of flowers

   (65) ㄱ. Book-reading by students

ㄴ. *Student-reading of books

   (66) ㄱ. Gift-giving to children

ㄴ. *Child-giving of gifts

(64-66)의 예는 ㄱ은 성립하지만 ㄴ은 성립하지 않는다. (64ㄱ), (65ㄱ)은 서술어가 목

적어를 취하여 복합어를 형성한 후에 주어를 사격으로 취한 예이다. 역으로 (64ㄴ), (65

ㄴ)처럼 서술어가 주어를 취하여 복합어를 형성하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66)과 같

은 경우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있을 경우를 보여준다. (66ㄱ)에서 보듯이 서

술어가 직접 목적어를 취하여 복합어를 형성한 후 간접 목적어를 사격으로 취할 수는 

있지만 (66ㄴ)과 같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제치고 서술어와 결합하여 복합어

를 형성할 수는 없다. 

  한국어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180) ‘외항(external argument)’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Williams(1981)이다. 한편 이러
한 외항과 내항 이론을 기반으로 논항 간의 우위를 따져가며 논항들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나
타나는가를 고찰한 Grimshaw(1990)의 논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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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아이가 제기를 찬다. 

 ㄱ. 아이의 제기차기

ㄴ. *제기의 아이차기

   (68) 학생이 술을 마신다. 

ㄱ. 학생의 술 마시기

ㄴ. *술의 학생 마시기

(67)에서 제시된 문장은 (67ㄱ)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67ㄴ)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68)의 문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곧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주어가 직접 목적어를 무

시하고 서술어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긴 성을 보여준

다. 의미론적 관련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긴 성은 입증된다. 가령 ‘먹다’와 같은 동사는 

목적어로 어떤 류를 취하는지가 예측 가능하다. 곧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주

어로 무엇이 올 것인지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로써 한 가지 공리가 세워지는 셈이다. 

목적어는 주어보다 서술어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 통시적 변화는 눈여겨볼 만하다. 본래 객체를 존 하는 표

지( 체로 목적어와 호응하는 표지) 던 ‘--’이 주어에 호응하는 ‘-시-’보다 앞서 나

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 통시적 변화를 거쳐 객체 존 가 

아닌 청자 존 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변모하 다. 본고의 용어로 정리하면 사건 지향적 

요소가 담화 지향적 요소로 된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그 로 도상적으로 반 되어 ‘-

-’의 통사적 분포 역시 뒤쪽으로 려나게 되었다.181) 

  다음으로 방식부사어와 목적어 가운데 어떤 요소가 서술어에 가까운지 역시 고려의 

상이 된다. 우리는 적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직관을 가진다. 

   (69) ㄱ. 피자 빨리 먹기 회

ㄴ. *빨리 피자 먹기 회

181) 이러한 변화의 자세한 논의는 박부자(2005), 김태우(2018)를 참조할 수 있다. 자세한 예문
의 제시와 옛 문헌의 제시에 따른 논증은 이 논의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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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ㄱ. 밥을 잘 먹었다. 

ㄴ. *잘 밥을 먹었다. 

(69)의 예에서 보듯이 방식부사어 ‘빨리’는 ‘먹-’의 목적어 ‘피자’보다 핵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9ㄴ)과 같이 비적형으로 판단된다. (70) 역시 가장 전형

적인 방식부사어 ‘잘’은 ‘먹-’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70ㄴ)과 같이 비

문으로 판단된다. 

  최숙희 외(2010: 83)에서는 “포합이라는 형태적 작용은 본래 동사와 목적어처럼 가장 

접한 관계에서만 허용”된다고 언급하며 방식부사어는 동사와 의미상 접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한 근거로 주어와 같은 주변 요소는 핵인 서술어와 병합되어 하나의 

단어로 재창조될 수 없지만 목적어와 방식부사어는 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behave well’이 ‘well-behaved’가 되는 예가 그것이다. 한국어에서도 ‘잘하다’와 ‘못하

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곧 본래에는 방식부사어 ‘잘’과 ‘못’, 서술어인 ‘하다’의 결

합형이지만 포합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어휘화가 된 예이다. 그만큼 방식부사어가 서술

어에 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공리가 세워지는 셈인

데 ‘방식부사어는 목적어보다 서술어에 가깝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182)

  이제 마지막으로 ‘-을 것 같았다’과 ‘-었을 것 같다’에 해 잠시 생각해 보자. 주지

하다시피 ‘-었-’은 시제소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부호화시킨다. 곧 사건 지향적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을 것 같다’는 어떤 명제에 한 화자의 추측을 부호화하

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쓰임이다. 곧 ‘-을 것 같다’는 담화 지향적이다. 그렇다면 논리

적으로 ‘-을 것 같다’는 ‘-었-’을 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문장

의 층위는 사건 지향적인 것에서 담화 지향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리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적합하다고 보고 그 의미도 상이하다고 판단한다.183) 

182) 이를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방식(manner)’은 ‘누적 상(incremental theme)’보다 서술어에 
가깝다는 것이 된다. 방식부사어가 아니더라도 이에 한 도상적 증거는 더 찾아진. ‘걸어가
다, 뛰어가다, 날아가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가다’는 ‘가다’인데 그 가는 방식에 해 
‘V1V2’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누적 상이 결합한다면 ‘학교를 걸어가다’가 
되지 ‘걸어 학교를 가다’가 되지 않는다. 

183) 이와 비슷하게 ‘-었겠-’과 ‘-겠었-’에 한 논의는 이병기(2006)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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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ㄱ. 단우가 혼자 여기에 왔을 것 같아요. 

ㄴ. 단우가 혼자 여기에 올 것 같았어요. 

  (71ㄱ)은 서술부를 해체하면 ‘오-았-을 것 같-’이 되고 (71ㄴ)은 ‘오-ㄹ 것 같-았-’

이 된다. (71ㄱ)의 ‘-었-’은 ‘단우가 혼자 여기에 오는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과거임을 

나타내는 반면 (71ㄴ)의 ‘-었-’은 ‘단우가 혼자 여기에 오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음

을 추측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낸다.184) 다시 말해 전자의 ‘-었-’은 화자의 

인식에 자된 사건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건 참여자인 ‘단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한편, 후자의 ‘-었-’은 화자의 추측이라는 사유 사건이 과거에 있었음을 나타내기 때문

에 사건 참여자인 ‘단우’와 관계되지 않고 화자와 관계가 맺어진다. 

 3.3. 요약

  본 절에서는 우선 사건과 담화를 구분하 다. 사건은 화자가 어찌할 수 없는, 화자에

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실체이다. 이 사건이 화자에게 명제로 층위 변환이 된 후에야 

화자는 이를 재료로 자신의 목소리를 가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절에서는 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해 논의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

수 논항은 당연히 사건 참여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필수 논항 이외에도 사건에는 방식

이나 시간, 공간, 원인 등과 같은 것들이 얽혀 있다. 이것들은 때로는 필수적인 정보로, 

때로는 부가적인 정보로 언어화되어 드러난다. 필수 논항들을 비롯한, 공간, 인과와 관

련한 논항들에 해, 우리는 사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내 의미역을 부여

해 왔다. 시간도 사건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한 역할을 적절하게 포착해 

의에서도 ‘-겠었-’의 ‘-겠-’은 과거 시점에서의 추측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이병기 
2006: 203). 

184) 문맥을 통해 설명하면 (71ㄴ)은 이와 같다. “제 로 말을 해두지 않으면 단우가 혼자 여기
에 올 것 같았어요” 정도에 해당한다. 어떤 행위주가 의지를 발현하려는 것이 과거에 목격되
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왔을 것 같아요’는 이미 온 사건을 화자가 추측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 146 -

주자는 제안을 본 절을 통해서 하 다. 

  발화와 사유는 주로 발화와 사유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인지 발화나 사유 역시 사건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발

화나 사유는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동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발화나 사

유 역시 상위언어적으로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 이때 발화나 사유를 수행하

는 행위주를 ‘발화자’나 ‘사유자’ 의미역으로 설정하면 문법 기술에 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본 장은 문장이 층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 인식 하에, 층위에 따라 어휘 범주

인 부사어와 문법 범주인 선문말어미가 달라붙는다는 것에 해 논의하 다. 이러한 관

점에서 문장을 바라볼 때, 특별히 부사어의 작용역에 따른 중의성을 설명해 내는 데에

도,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를 설명해 내는 데에도 더 설득력이 있음을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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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미 층위를 나타내는 명사어들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는 문장을 구성한다. 한편 이 의미 층위들은 

명사어들을 통해 정확하게 지칭될 수도 있다. 이때의 명사어는 크게 세 가지로 별된

다. 이것, 그것, 저것과 같은 용적 명사가 한 부류이고, 일반 명사와는 다른 통사론

적, 의미론적 양상을 갖는 서술명사나 보절 명사, 곧 전쟁, 울음, 믿음, 소식, 이야기, 명

령 등과 같은 것들이 또 한 부류이다. 마지막 부류는 명사화 구문이다. 곧 ‘단우가 기자 

회견을 하는 것’과 ‘단우가 기자 회견을 한다는 것’ 등과 같은 명사화 구문 역시 명사어

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을 가리킨다. 

  명사어들이 무언가를 지시한다는 특징은 본고와 같이 의미 층위를 구분하는 논의에서

는 빠짐없이 거론되며, 의미 층위들을 확인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Vendler(1967)에서는 사건과 사실을 구분하며 명사화 구문이 모문에 내포될 때의 제약

을 살펴가며 의미 층위를 구분한다. 또한 Asher(1993)에서는 담화에 있어 어의 용

어 ‘this, that, it’ 등이 어떤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Davidson(1967/2001)이 문장은 사건을 지시할 수 없고 단칭어만이 사건을 지시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이다.185) 본 장에서는 이러한 명사어들과 의미 

층위와의 상관성을 살필 것이다. 

  나아가, 명사어들이 어떤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지는 주로 서술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에 해 본고에서는 생성어휘부 이론의 의미 해석 기제(device)인 

유형 강제를 통해 관련 현상들을 설명할 것이다. 

 4.1. 대용적 대명사와 의미 층위

  4.1.1. 용적 명사가 나타내는 의미 층위

185) 이에 해서는 특별히 Davidson(1967/2001)의 6장과 8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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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Davidson(1967/2001)의 다음 예문을 보자. 

   (1)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in the bathroom, with a knife, at midnight.

(존이 화장실에서 자정에 버터를 빵에 칼로 천천히 발랐다)

  Davidson(1967/2001: 91-94)에서는 이 예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존이 그것을 

화장실에서 했고, 존이 그것을 칼로 했으며, 존이 그것을 자정에 했다’186)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한 것은 ‘어떤 행위인 x(an action x)’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 

‘x’는 결국 행위라는 것들(such things as actions)이라고 할 수 있다(Davidson 

1967/2001: 91-94). 

  한국어의 명사인 ‘이것, 그것, 저것’은 실상 지시적 속성을 가진 ‘이, 그, 저’와 존재

론적 층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것’은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론

적 범위에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 그것, 저것’은 1차 실체를 지시할 수도 있

고, 더 나아가 2차 실체나 3차 실체를 지시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바로 앞서 살펴본 

Davidson(1967/2001)에서 사용한 ‘그것’인 ‘it’은 사건 층위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쉽게 

파악이 된다. 

  ‘이것, 그것, 저것’의 쓰임은 지시적 용법과 용적 용법으로 나뉘는데 지시적 용법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용적 용법은 담화 상에 언급된 

상을 재차 지시하는 것이다(이기갑 2011: 89 참조).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 그것, 저것’이 1차 실체가 아닌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를 가리킬 

수 있다면 이는 담화 상 언급된 것을 재차 지시하는 용적(anaphoric) 용법이 될 것이

다. 물론 사건 층위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며,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화자의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이것’으로 지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령, 어떤 기계를 관리하는 단우가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이를 두고 

‘이게 언제부터 이런 거죠?’라고 현장 직원에게 물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것’은 ‘기계

186) 원문에서는 ‘Jones did it slowly, deliberately, in the bathroom, with a knife, at 
midnight’이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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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작동하는 일’로 사건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 말뭉치를 뒤져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사건을 지칭하는 ‘이것’의 쓰임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이미 논의한 것처럼 명제, 

사실, 화행 등은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다. 곧 담화 상 언급된 내용이나 

정보, 화행(요구, 명령, 질문, 약속 등) 등을 다시 가리킬 때에 쓰이는 ‘이것, 그것, 저

것’은 논리적으로 용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Hengeveld(1990a: 108)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를 상정하여 보이고 있다.187) 

   (2) ㄱ. A: Come here, please! 

    B: Is that an order? 

ㄴ. A: He’s a liar 

    B: That’s not true! 

ㄷ. A: John won’t come 

    B: That’s a pity 

ㄹ. A: Yesterday I saw a boy with a scar on his face 

    B: That must have been my brother! 

(2)에서 B는 A의 이야기를 듣고 ‘that’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2ㄱ)에서 A 화자는 B 화자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B화자는 방금 자신에게 한 말이 

‘명령’인지 되묻는다. ‘that’이 화행 층위, Hengeveld(1990a)의 용어로는 4차 실체를 가

리키고 있는 것이다. (2ㄴ)에서는 A 화자가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B 화자는 그

건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며 A 화자의 말을 ‘that’으로 가리킨다. 신빙성에 해 문제가 

되는 ‘that’은 3차 실체, 곧 명제 층위이다. (2ㄷ)에서는 A 화자가 ‘그가 오지 않을 것’

187) 본고에서는 Lyons(1977: 438-452)를 원용하여 실체를 존재론적 차원을 따라 구분하고 있
는데, 앞서 각주에서 언급한 바 로 이러한 실체 논의는 Dik(1997a)과 Hengeveld(1990a: 
107)를 통해 0차와 4차도 추가된다. Hengeveld(1990a)가 상정하는 4차 실체는 바로 화행 층
위이다. 한편 (2)의 예문은 김태인(2016: 65-66)에서 가진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김태인
(2016)에서는 Hengeveld(1990a: 108)의 논의를 알지 못한 채로 기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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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는데 B 화자는 이에 해 참 애석한 일이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Hengeveld(1990a)는 여기에서 ‘that’을 2차 실체, 곧 사건 층위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

만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그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B 화자에게는 애석한 일이기 때

문이다. 어떤 명제가 화자에게 참으로 확정되고 나서야 이를 두고 화자가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ㄷ)의 ‘that’은 사건이 아닌 사실 층위이다. Hengeveld(1990a)

의 이러한 오분석은 사실 층위와 사건 층위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2ㄹ)의 ‘that’은 A 화자가 언급한 ‘얼굴에 상처가 있는 소

년’이다. 그러므로 (2ㄹ)의 ‘that’은 개체를 지칭하고 있다. 

  이제 한국어의 명사 ‘이것, 저것, 그것’이 용어의 쓰임을 가져 각 실체를 가리키

는 예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우선 말뭉치에서 찾아낸 1차 실체를 가리키는 명사의 

쓰임을 살펴보자. 

   (3) 이 앞에 깡통은요. 페인트통, 또 열음통, 그리고 이거는 그 튀김 용기에 있던 그 

튀김 망이죠.  

   (4) A: 저거 저 아래층에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거 아냐! 

B: 으아아, 나도 저거 마시고 싶…….” 

(3)의 ‘이거’는 화자의 눈앞에 있는 튀김 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4)의 ‘저거’는 커

피숍에서 판매하는 음료 가운데 하나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이것’이 되었

건 ‘저것’이 되었건 (3)과 (4)의 명사는 모두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

물을 가리킨다. 곧 존재론적으로 1차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2차 실체인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의 예를 살펴보자. 

   (5) A: “다들 놀라겠지만 나는 이미 한 차례 박정재 씨와 함께 미래에 다녀온 적이 있

어. 그가 살고 있는 시 까지는 아니고 서기 2003년의 어느 겨울 밤을 방문했었

지.” 그의 고백은 시작부터 제법 솔깃한 유혹을 담고 있었다. 담뱃가루를 쑤셔 

넣느라 정신이 없었던 이승범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들을 크게 벌렸다

B: “진짜루요?” “야, 단했겠네요. 그래 그게 언제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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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소설 속 인물들의 화를 발췌한 것이다. 이때 (5B)는 ‘그것’이 언제 는지를 묻

는다. (5B)에서 나타난 ‘그것이’의 구어형 ‘그게’는 문맥을 통해 보자면 (5A)에서의 발화 

가운데 나타난 ‘화자의 박정재 씨와 함께 미래에 다녀온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는 앞서 사건을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정리한 바 있다. 곧 사건

의 주요한 특징은 현실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 정보

가 중요시되는 것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실체인 연필, 책상, 그릇 등

을 사용하여 ‘(연필/책상/그릇)이 언제 어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다. 한편 3차 실체인 

어떠한 소식이나 내용, 이야기 등을 사용하여 ‘(소식/내용/이야기)가 언제 어요?’라고 

물어볼 수도 없다.188) 곧 2차 실체인 사건만이 시간적 정보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용어가 명제를 가리키는 경우를 살펴보자. 

   (6) A: “빨간 마스크가 또 여자를 죽 .” 

B: “너 그거 믿어?” 

A: “백 미터 달리기가 십이초라서 안 잡히는 여자가 없 . 

(6)은 소설에서 등장인물 두 명의 화를 발췌한 것이다. A화자는 ‘빨간 마스크가 또 

여자를 죽인 사건’에 해 말하는데 B화자는 그 정보의 신빙성에 해 의문을 제기한

다. 믿음과 의심의 상이 되는 것은 명제이다. 결국 (6B)에서의 ‘그거’는 ‘빨간 마스크

가 여자를 죽인다는 정보(내용, 이야기)’에 해당하는 명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6B)의 화자는 ‘빨간 마스크가 여자를 죽인다는 정보(내용, 이야기)’를 분명 참으로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상 방이 이 정보를 믿는 것에 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화자가 이러한 명제를 참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화를 이어가면 어떻게 될 것

인가. 다음 예문을 보자. 

   (7) 얘는, 난 뭐 재밌기만 하더라 특히 그 하백의 딸들, 너무너무 기발하지 않디? 

188) 혹자는 ’그 이야기 언제 있었어요?’ 등의 예문으로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는 엄연히 발화 
사건을 의미한다. 곧 이야기의 내용과는 무관한 그 이야기가 발화된 시점을 묻는다는 점에서 
발화 사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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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선생님 부부가 제자들 구해 주려고 가짜로 임신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 

  

  (7)의 화자는 드라마의 한 내용을 두고 감동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

생님 부부가 제자들을 구해 주려고 가짜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 사

실이 화자에게는 감동적이었다. 이 사실을 화자는 ‘그거’라는 표현을 통해 가리키고 있

다. 이러한 평가는 어떠한 명제가 참임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곧 전제의 특성

에 맞게 ‘그것이 감동적이지 않았다’라고 부정형을 취해 보아도 ‘선생님 부부가 제자들

을 구해 주려고 가짜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지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189)

  마지막으로 용어가 화행 층위를 가리키는 것을 살펴보자. 

   (8) A: “선생님, 나쁜 버릇을 버리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이 좋죠?” 

B: “음, 그거 좋은 질문이구나. 

A: 노마가 버릇을 고치려고 새로운 결심이라도 했나 보지? 

(8)은 선생님과 학생의 화이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나쁜 버릇을 버리고 싶을 때는 어

떻게 하면 좋으냐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이 좋은 질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상은 앞 문맥에서의 질문이며, 해당 문장에서도 노골적으

로 ‘그것이 질문임’을 밝히고 있다. 질문은 상 방에게 답할 것을 요청하는 화행의 일

종이다. 

  4.1.2. 용적 명사의 의미 층위 전환

  이상으로 용어가 구체적인 물체뿐만이 아닌 사건, 명제나 사실, 화행 등을 가리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용어는 담화에서 쉽게 그 의미 층위가 전환

된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화를 상정해 볼 수 있다. 

189) 여기서 ’가짜로 임신하는 사건의 과정이 감동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독법이
다. 가짜 임신을 감동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해 우리는 쉽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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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1: 김 리님도 집 사셨 요. 

B1: 그래? 돈이 없는 양반인데. 난 그거  못 믿겠는데.  

A2: 아녜요. 진짜 사셨어요. 그게 지난주 일이거든요. 계약서 자랑하시던걸요.   

B2: 그래? 그렇다면 그거 참 다행이네. 집 없어서 힘들어하더니. 

(9A1)에서는 ‘김 리가 집을 산 일’에 해 언급이 된다. 이에 B 화자는 (9B1)에서 ‘그

것’을 못 믿겠다고 말한다. 곧 (9B1)에서 화자는 ‘김 리가 집을 산 일’을 명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하지만 (9A2)에서 A 화자는 이를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변

한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위치의 한

정을 받는 ‘그것’은 사건이다. 이에 B 화자는 ‘김 리가 집을 산 일’이 참인 정보로 수

정하여 인식하고 다시 (9B2)에서 이 사실에 한 평가를 내린다. 곧 여기서의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190) 

  동일한 문제를 고민한 Peterson(1997)의 논의를 살펴보자. Peterson(1997: §6)의 예 

가운데 표적인 것을 한국어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겠다. 

   (10) ㄱ. 해롤드는 그걸i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존이 자신의 차를 고장낸 것i은 해롤드

에게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다.

ㄴ. 존이 인터뷰를 취소한 것i은 엘리스가 떠난 화요일의 일이었는데, 물론 그녀는 

그걸i 목요일에야 알게 되었다. 

(10ㄱ)에서 앞부분의 ‘그것’은 명제 유형이고, 뒷부분에서 ‘그것’이 지시하는 ‘존이 자신

의 차를 고장낸 것’은 사실 유형이다. 그러므로 통사적으로는 공지시적이라고 할지 몰라

도 의미론적으로는 공지시적이지 않다. 같은 패턴으로 (10ㄴ)에서 ‘존이 인터뷰를 취소

한 것’은 사건 유형인데 뒷부분의 ‘그것’은 사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시

190) 한 용어가 어떤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지를 보려면 이를 감싸 안고 있는 서술어에 주목을 
해야 한다. 곧 어떤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지는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맥은 다름 
아닌 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서술어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에 한 문제는 계속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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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있어서 통사론과 의미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하여 Peterson(1997)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생성문법적으로 단

일한 기저를 설정한 후에 표면구조로 도출될 때 일련의 변형, 삭제 등이 일어난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론과 의미론이 굳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Peterson(1997)은 후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다.191)

   (11) ㄱ. The chameleon lost its taili in January, but grew iti back in March.192) 

ㄴ. She lost her Eeaster hati last year, but this year she didn’t lose iti.

  (11ㄱ)을 한국어로 나타내면 ‘이 카멜레온은 1월에 꼬리가 잘렸는데, 3월이면 그것이 

다시 자라날 것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뒷문장의 ‘it(그것)’은 ‘its tail(카멜레온의 꼬리)’

을 지시하고 있다. 세상 지식에 따르면, 카멜레온은 그 꼬리를 잃어도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꼬리는 예전 꼬리가 아니다. 원래 있던 꼬리는 

천적에 의해 먹혔거나, 나무에 걸려 잘려 나가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뒷

문장의 ‘it’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11ㄴ)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어로 번역

하면 ‘그녀는 작년에는 부활절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올해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이

다. ‘작년의 부활절 모자’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뒤의 문장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작

년의 부활절 모자’일 수 없다. 다만 같은 종류의 모자인 것이다. 결국 Peterson(1997)은 

191) 여기서 전자의 논의는 다루지 않을 것인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ㄱ)을 다시 원
어로 제시하면 ‘Though Harold didn’t predict it, that John wrecked his car was no 
surprise to Harold’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기저를 상정하는 것이다. ‘Though Harold didn’t 
predict it, that John wrecked his car (is true) was no surprise to Harold.’ 이런 기저에서 
‘is true’ 삭제 규칙에 의해 표면형이 도출되는 것이다. (10ㄴ) 역시 마찬가지이다. ‘John’s 
cancellation of the interview occurred Wednesday after Alice left, but she discovered it 
Thursday, of course.’라는 문장에 다음과 같은 기저를 설정한다. ‘The event which occurs 
iff that John canceled the interview make it true that John canceled the interview 
occurred Wednesday after Alice left, but she discovered that John canceled the interview 
Thursday, of course.’ 이러한 기저에서 변형, 삭제를 거쳐 표면형이 도출되는 것이다. 
Peterson은 이러한 설명 방식이 다소 인위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용하지 않는다. 본고 역시 이
러한 표면 너머에 추상적인 무언가를 설정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192) 밑줄은 필자가 한 것이다. 앞으로의 인용된 예문에 밑줄이 들어간 것은 마찬가지로 필자가 
임의로 강조하는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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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사에서도 이러한 쓰임이 있는 것처럼 사건, 명제, 사실 역시 이러한 쓰임들이 

있다는 것을 유비적으로 논증한다. 우리는 앞서 타입과 토큰의 예를 들어가며 느슨한 

독해에 해 살펴본 바 있는데 결국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3)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비적 논증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펼쳐본다. 앞서 2장

에서는 계속 다음과 같은 표상을 사용한 바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제시

한다.

   (12)

   ‘다행히,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라는 문장에서 

사건과 명제와 사실을 추출하여 표상하면 (13)과 같이 될 것이다. 곧 (12)의 문장이 지

니고 있는 사건과 명제와 사실은 (13)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사실상 동일하다.

   (13) 사건, 명제, 사실: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사건이나 명제나 사실은 동일한 외연을 가지고 있다. 2장에서 이 표

상을 다룰 때에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문장을 두고 누구는 사

건으로, 누구는 명제로, 누구는 사실로 파악을 한 것이다. 이처럼 용어가 여러 가지 

193) Davidson(1967/2001)의 9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애되어 있다. 
Chisholm(1970)은 사건이 반복 불가능한 특수자라는 입장에 반 를 하는데, 그 근거는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데에 있었다. Davidson(1967/2001)의 9장은 이러한 반박에 한 답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같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실상 ‘비슷한 것’을 의미할 때가 많으며, 이러한 
것에 해 우리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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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것도 실상 각 의미 층위들이 외연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제, 사실이라는 의미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인가. 그

렇지 않다. 문맥에 따라 그 해석은 분명히 갈리며, 이 해석의 열쇠는, 다시 말하지만, 

서술어가 가지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14) ㄱ. 연우는 작년에 지갑i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걸i 되찾았다. 

ㄴ. 이 카멜레온은 1월에 꼬리i가 잘렸는데, 용케도 수의사가 그걸i 붙 다. 

(14)는 (11)에서 살펴본 예문에서 서술어를 바꾸고 매끄럽게 문장을 다시 다듬어 본 것

이다. (14ㄱ)에서의 ‘그것’은 같은 종류의 지갑이 아닌 ‘연우가 작년에 잃어버린 바로 

그 지갑’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해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바로 서술어인 ‘되찾다’가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14ㄴ) 역시 마찬가지인데 수의사가 붙인 ‘그것’은 

카멜레온이 1월에 잘린 ‘바로 그 꼬리’이다. 다시 난 꼬리일 수 없다. ‘붙이다’라는 서술

어는 잘려서 떨어져 나간 바로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서술어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를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 서술어는 

목적어를 해석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3)도 마찬가지이다. 사건과 명제, 사실의 외연은 동일하지만, 이 층위들이 명사어가 

되어 내포될 때, 그 해석은 역시 서술어에 달려 있는 것을 다음 (15)에서 확인할 수 있

다. 

   (15) ㄱ. 사건: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다. → ‘그것’은 순식간에 끝

나 버렸다.

ㄴ. 명제: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다. → ‘그것’은 내가 믿는 바

이다.

ㄷ. 사실: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다. → ‘그것’은 나에게 굉장

히 충격적이었다.



- 157 -

(15ㄱ)은 ‘끝나 버리다’라는 서술어가 ‘그것’이 시간적인 시작과 끝이 있는 사건일 것을 

요구한다. (15ㄴ)은 ‘믿다’라는 서술어가 ‘그것’이 참으로 확정되지 않은 어떤 내용을 가

진 명제일 것을 요구한다. (15ㄷ)은 ‘충격적이다’라는 서술어가 ‘그것’이 어떤 내용이 참

값으로 확정된 사실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상에 해서는 이제 5장에서 정리할 것

이다. 그 전에 명사어들을 마저 살펴보기로 한다.194) 

 4.2. X-성 명사와 의미 층위

  4.2.1. X-성 명사가 나타내는 의미 층위

  명사는 ‘사람이나 장소, 물건 등과 같은 유형 혹은 무형의 사물의 명칭’으로도(홍재성 

2001가: 129), 이에 더하여 ‘사태’ 따위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도(구본관 외 2015: 

166) 정의될 수도 있다.195) 본고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명사의 존재론적 층위이다. 어

떤 명사들은 ‘양파, 모자’ 등과 같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1차 실체들을 나타내고, 어

떤 명사들은 전쟁이나 싸움, 파면과 같은 2차 실체들을 나타낸다. 또 어떤 명사들은 명

제 층위의 차원으로 추상화된, 소식이나 이야기와 같은, 3차 실체들을 나타낸다(Lyons 

1977: 438-452). 또한 우리는 이미 0차와 4차를 추가하여 제시하는 Dik(1997a: 215)

의 실체 분류도 살펴본 바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시 제시해 본다. 

194) 이제 각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용어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의
미 층위와 용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는 Asher(1993)와 Peterson(1997, 6장)을 참조할 수 
있다. 특별히 Asher(1993)의 논의는 담화 표상 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을 통
하여 이러한 용어를 설명해낸다. 이 논의를 한국어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데,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단우가 도망을 가 버렸어요.’ - ‘난 못 믿겠는데.’ / ‘John ran 
away!’ - ‘I can’t believe it.’ 같은 내용의 두 쌍에서 보듯이, 어에서는 ‘it’이 있는 것이 자
연스럽지만 한국어에서는 ‘난 그것을 못 믿겠는데’와 같이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어색한 경
우가 많다. 

195) 이러한 정의에서의 ‘사태’는 다분히 사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 점
에서 명사는 사건 이외에도 추상적인 실체 따위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도 정의가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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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Dik(1997a)의 실체 분류

ENTITY TYPE(존재론적 유형) Order(차)

speech act(화행) 4

possible fact(가능 사실) 3

state of affairs(사태) 2

1st-order entity(1차 실체) 1

property/relation(속성, 관계) 0

  명사는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개념적으로 표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늘 무엇

인가와 연결되어 있다. ‘소크라테스’라는 단칭어가 현실의 소크라테스를 지시하는 표현

인 것처럼 말이다. 어떤 명사들은 강하게 1차 실체와 연결된다. 같은 방식으로 어떤 명

사들은 2차 실체나 3차 실체, 4차 실체와 연결된다. 1차 실체는 비교적 2차 실체, 3차 

실체, 4차 실체의 명사들과 그 경계선이 분명하다.196) 하지만 2차 실체와 3차 실체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 다음의 예가 바로 그 모호함을 보여준다. 

   (17) ㄱ. 그것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일어났다. 

ㄴ. 그것을 듣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가령 여기서 ‘그것’을 단우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 일이라고 해 보자. (17ㄱ)의 ‘그것’

은 ‘단우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 일’로 사건을 가리킨다. 하지만 (17ㄴ)의 ‘그것’은 ‘단

우가 직장을 갑자기 그만뒀다는 소식’으로 ‘그 사건의 전말, 내용’을 의미하므로 명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함이 바로 본고에서 천착하는 바이기도 한데, 이에 

해서는 잠시 논의를 미루도록 하자. 

196)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의 경우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신문’을 예
로 들어보자. ‘신문을 집어 던졌다’에서의 ‘신문’은 1차 실체이다. 반면 ‘신문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일례로, ‘신문 배달’을 의미하는 사건 유형으로, 곧 2차 실체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오늘 신문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문의 내용’을 의미하는 명제 유형으로, 3차 
실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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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명사들은 2차 실체, 곧 사건 층위를 가리킬 수 있다. 이러한 명사들은 마치 서

술어처럼 고유의 논항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연필’과 같은 명사는 ‘누구의 누

구에 한 연필’과 같은 구조를 쉽게 떠올릴 수 없지만 ‘연구’와 같은 명사는 ‘그 연구

팀의 위암에 한 연구’와 같은 구조를 쉽사리 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연구팀’

은 행위주역(agent)이며 ‘위암’은 상역(theme)이다. 곧 이렇게 논항을 취하는 명사들은 

서술성 명사, 행위성 명사, 동사성 명사로 알려진 것들인데(이선웅 2004가: 71), 이선웅

(2004가)의 논의는 이러한 명사들에 ‘술어 명사’라는 명칭을 부여하 고, 강범모(2000)

에서는 ‘서술 명사’라는 명칭을 부여하 다. 본고에서는 이선웅(2004가)의 논의를 따라 

‘술어 명사’라는 명칭을 취한다. 

  이선웅(2004가: 76)에서는 술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 술어: 의미적으로 논항을 요구하고 상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

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

  이에 따라 술어 명사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구조를 가지며 논항을 가질 수 있

고, 의미적으로는 사건이나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는 부류가 될 것이다. 결국 본고에서

는 (18)에서 언급되는 ‘사건, 행위, 상태’를 현실에서 공간과 시간을 점하고 있는 ‘사건’

으로 수렴시켜 이해한다. 술어 명사의 예를 몇 개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19) ㄱ. {국력, 국력의} 낭비, {도시, 도시의} 파괴

ㄴ. {정부의, 정부에 의한} 여론 수렴

ㄷ. {철수의 그 문제에 한} 질문

(19)에서 핵으로 사용된 술어 명사들, ‘파괴’, ‘수렴’, ‘질문’ 등은 나름의 사건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곧 사건이기 때문에 행위주역이나 상역, 향주역 등과 같은 일정한 

의미역을 갖는 논항을 취할 수가 있다. 가령 (19ㄱ)에서는 상역이 무표지 혹은 ‘의’ 

통합 명사구197)로 실현되었고, (19ㄴ)에서는 행위주역이 ‘의’ 통합 명사구나 ‘에 의한’ 

197) ‘X 통합 명사구’라는 용어는 이선웅(2004가)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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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명사구로 실현되었다.198) 

  문제는 어떤 명사가 이러한 술어 명사에 해당하며, 또 그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

느냐이다. 이에 해 강범모(2000)에서는 술어 명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199) 

   (20) 강범모(2000)의 술어 명사 판별 기준

-케/토록 하다 하다 명사문 중 언제나 -이다

공부, 연구 ○ ○ ○ ○ ○

행복, 평등 ○ ○ ? × ×

빨래, 노래 ○ ○ ○ ○ ○

밥, 떡 × ○ × × ×

고양이, 책상 × × × × ×

(20)에서 보듯이 각 명사에 ‘-케/토록 하다’나 ‘하다’, ‘중’을 붙여 보는 방법, 해당 명사

를 명사문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 ‘언제나 -이다’ 틀에 넣어보는 방법 등으로 그 적합

성을 따져볼 수 있다. 검증법을 통과하면 해당 명사는 술어 명사로 판명된다. 본고에서

는 이러한 검증법에 동의하는 바인데, 이 검증법 자체에 상위언어적으로 주목해야할 점

들이 있다. 어떤 명사가 술어 명사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는 것은 해당 명사가 사건으로

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사건의 주요한 존재론적 특징은 시간과 공

간을 점한다는 점(spatio-temporal)과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causal 

efficacy) 등이 있다(Asher 1993: 58). 그러므로 이를 가리는 검증법은 시간, 공간, 인과

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보자면 해당 명사에 ‘-케/토록 하다’를 붙여보는 검증법은 ‘특정 사건이 원

인이 되어 해당 명사가 가리키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이 

198) 본고에서는 술어 명사의 논항들이 통사론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에 해서는 이선웅(2004가)에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하지
만 본고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의미역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이에 해서는 4장에서 논의한
다. 

199) 물론 이 기준들은 강범모(2000)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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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해당명사에 ‘중’이나 ‘언제나 -이다’를 붙여보는 검증법은 해당 명사가 시간

을 점유하는가를 묻는 것이 된다. 한편 위의 검증법을 보자면 공간과 관련된 검증법은 

찾아볼 수 없다. 공간에 한 검증법을 그다지 매끈하게 세울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우선 공간은 사건뿐만 아니라 1차 실체도 점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쉽게 말해 ‘전쟁이 여기에서 있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지우개가 여기에 있었

다’라는 표현도 가능한 것이다. Dik(1997a: 21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인다. 

   (21) ㄱ. The table was in room 14. 

ㄴ. The meeting was in room 14. 

(21)에서 보는 것처럼 1차 실체도, 2차 실체도 공간을 점유하는 표현에 자연스럽게 쓰

인다. 물론 1차 실체도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점유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

의미한 해석을 낳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2차 실체인 사건은 1차 실체보다 ‘언제’, ‘얼

마나 오래’ 등으로 나타나는 시간적 점유가 주요한 자질이 된다. Dik(1997a: 215)이 제

시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22) ㄱ. *The table was at five o'clock. 

ㄴ. The meeting was at five o'clock. 

곧 (22)에서 보듯이 ‘탁자는 다섯 시 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그 회의는 다섯 시

다’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로써 2차 실체인 사건은 시간이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에 한 검증법을 그다지 매끈하게 세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은 크게 

‘과거-현재-미래’로, 상적으로는 ‘진행-완료’와 같은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공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범주화되지 않기 때문이다.200) 

200) 기존의 검증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관련하여 서술 명사의 검증법을 하나 추가로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Hengeveld(1990a: 105)에서는 일본어의 예를 들고 있다.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면 ‘일리노이 학교는 일리노이 주에 있다’와 ‘올림픽이 멕시코에서 있다’인
데, ‘올림픽이 멕시코에서 있다’의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에’로 나타날 수 없다. 곧 ‘올림픽’은 
시간의 폭을 가진 명사이기 때문에 존재를 나타낼 때 ‘-에서’가 필요하다. 반면 ‘ 학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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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뭉치에서 사건 명사(술어 명사)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를 소략하게 살펴보자. 

   (23) ㄱ. 난 솔직히, 교수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일스 공부가 끝나면 학원도 가

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ㄴ. 시리아 출신으로 1988년 스페인 시민권을 취득한 알루니는 2001년 미국의 아프

가니스탄 공격 당시 탈레반 정권이 서방 기자들을 모두 추방한 뒤에도 유일하게 

취재허가를 받아 전쟁터를 독점중계한 종군기자.  

(23ㄱ)은 ‘공부’라는 술어 명사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나의 일스 공부’에서 보

듯이 공부의 행위주역는 ‘나의’로 상역은 ‘일스’로 무조사 명사구로 나타났다. 사건은 

시간의 경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부가 끝나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종료됨

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23ㄴ)에서는 ‘공격’이라는 술어 명사가 사건을 가리킨다. 행

위주역은 ‘미국의’로 나타나고 상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공격’ 역

시 사건으로서 시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라는 명사가 연이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유의미한 현상이다. 

  이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점유,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됨을 특징으로 하여 사건을 강하

게 나타내는201) 술어 명사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명제, 사실, 화행 층위를 나타내

는 명사를 볼 것인데, 이 명사 부류는 기존 문법에서 보절 명사로 포착이 되었던 것들

이다. 이러한 보절 명사들은 의미론적으로 홀로 자립하지 못하여 그 앞에 의미론적 결

핍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24)의 예들이 그러하다. 

   (24) ㄱ. 사건이 일어났다. 

ㄴ. 이야기를 들었다. 

간의 폭이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존재를 나타낼 때 ‘-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X
(핵 명사와 관련된 공간)에서의’의 검증법을 세워볼 수 있다. 가령 ‘도서관에서의 공부’, ‘ 한
민국에서의 평화’ 등으로 나타나는 명사들은 서술명사로, ‘*학교에서의 책상’은 비서술명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01) 여기에서 본고는 일부러 ‘강하게 나타내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이 서술 명사
들이 사건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곧 서술명사는 사건을 나타내는 
강한 경향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해서는 
계속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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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사실이 안타깝다. 

ㄹ. 명령을 그 로 따랐다. 

(24)의 예들은 개념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사실’인지, ‘어떤 

명령’인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202) 이 문장에 관형사절을 

넣어 의미적 결핍을 해소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다음의 예는 각 보절 명사를 키워

드로 하여 말뭉치에서 찾은 것들이다. 

   (25) ㄱ. 18년 권력의 기반을 다진 상징적 건축물과 그 권력의 종언을 예언하는 사건

이 일어난 현장이 장충단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

니다.

ㄴ. “오빠는 도회지 갈라고 그러재? 산골에서 도회지 나갔다가 신세 망친다는 이야

기 안 들었나? 도회지에는 나쁜 놈들이 우글우글해서 촌에서 처음 오는 사람 

잡아다가 도둑질도 시키고, 온갖 나쁜 짓 다 한다고 하던데.”

ㄷ. 단지 아이들이 그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

ㄹ. 다른 학생으로 담임이 임명하라는 명령에 나는 이렇게 맞섰다.

  의미론적 결핍이 해소된 각 핵 명사들은 의미 층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25ㄱ)은 사건을, (25ㄴ)은 명제를, (25ㄷ)은 사실을, (25ㄹ)은 화행 층위를 각각 나

타내고 있다. 보절 명사 앞에 나오는 보절의 의미적 역할(의미역)은 해당 명사의 ‘내용’

이다.203)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의 내용, 어떤 이야기나 소식, 사실 등의 내용인 것이

다. 더 나아가 화행 층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있어서는 보절이 화행의 내용이 될 것이다. 

곧 명령이라고 하면 명령의 내용이 될 것이고, 약속이라고 하면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것

이다. 

202) 핵이 어떠한 보충어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에 하여 직관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법론은 
이선웅(2004가: 106-107)에서 적극 활용된 것으로, 박형진(2016)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관형
사절의 의미론적 지위를 논한 바가 있다. 

203) 보절의 의미역으로 내용역(contents)을 부여하는 논의는 이선웅(2004가: 134/2012: 23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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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행 층위는 4차 실체이자 문장의 가장 바깥 껍데기에 존재

한다. 그러므로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종결 어미는 보절에도 

그 로 반 되어 해당 화행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말뭉치에서 찾은 예를 다

음과 같이 보인다. 

   (26) ㄱ. 자유방임이 불가침의 신화로 믿어지던 시절, 정부의 계획적 개입을 주장하던 케

인스에게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질문까지 했다고 한다.

ㄴ.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못한 채 동네 사람에게 쫓겨 노루발 모자

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ㄷ. 설사 탈당하지 않더라도 차기 후보 결정 등 주요 정치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통첩성 요청이 담겨있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26ㄱ)은 ‘-냐는’이 쓰여 질문 화행임을, (26ㄴ)은 ‘-자는’이 쓰여 청유 

화행, 약속 화행임을, (26ㄷ)은 ‘말라는’이 쓰여 금지, 부정 명령의 화행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의미 층위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한 명사들

이 있다. 사건을 나타내는 명사는 기존 문법에서 술어 명사로 포착되었다. 이 명사 부

류는 사건처럼 시간과 공간, 인과 관계들이 중요한 자질이며, 서술어처럼 핵이 되어 논

항을 취할 수 있다. 명제, 사실, 화행 층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다. 이 명사 부류는 

기존 문법에서 보절 명사로 포착되었는데, 이 보절 명사는 내용역을 갖는 보절을 의미

론적으로 요구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보절은 수식하는 명사의 의미 층위, 곧 명제, 사

실, 화행 등의 내용이 된다. 다만 화행 층위를 가리키는 명사의 경우 보절이 문장 유형

을 반 하여 ‘-냐는’(질문), ‘-라는’(명령), ‘-자는’(청유)을 취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명사들에 사건성 명사, 명제성 명사, 사실성 명사, 화행성 명사라는 이름

을 부여해 보자. 여기에서 ‘X-성 명사’는 ‘X의 성격을 가진 명사’라는 의미인데 이는 

이러한 명사들이 해당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강한 경향성을 가지지만 때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 한다. 이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자. 본고에서는 각 

명사들의 세 한 예를 제시하지 않을 생각이다.204) 다만 거칠게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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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7) ㄱ. 사건성 명사: 사건, 공격, 공부, 노래, 식사, 연구, 연주, 전쟁

ㄴ. 명제성 명사: 명제, 말, 소문, 소식, 이야기, 주장

ㄷ. 사실성 명사: 사실

ㄹ. 화행성 명사: 권유, 금지, 명령, 압박, 약속, 요구, 요청, 질문, 청유

  4.2.2. X-성 명사의 의미 층위 전환

  이제 막 ‘X-성 명사’를 설정하 지만, 이러한 명사들이 늘 해당 의미 층위로 해석되

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그 예들을 말뭉치에서 찾아 간략하게 살펴보자. 

   (28) 이런 일련의 보도를 볼 때 지난 3일 경향신문에 실린 문화비평가 진중권 씨의 

칼럼 “서해교전이 안타깝다고?”는 이례적이었다. 

(28)에서 ‘서해교전’은 ‘전쟁’이라는 명사를 핵으로 갖는다. ‘전쟁’은 직관적으로도 사건

성 명사이다. 곧 ‘서해교전’을 가지고 강범모(2000)에서 제시한 서술명사의 검증법을 실

행해보면 ‘서해교전케 하다’, ‘서해교전 중이다’, ‘언제나 서해교전이다’ 등으로 그 수용

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28)의 문맥에서 ‘서해교전’은 사건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문화

비평가 진중권 씨는 혹자가 ‘서해교전이 안타깝다’고 평가하는 것에 해 문제를 제기

한다. 여기에서 ‘서해교전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사건 지향적이지 않다. 다만 ‘혹자가 

서해교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안타까워하고 있음’과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

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사건성 명사이지만 (28)의 문맥에서는 ‘사실’로 해석된다. 

   (29) 믿음으로써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것은 논리적 전제가 아니라 심

204) 사건성 명사의 풍부한 예들은 술어 명사의 논의를, 명제성 명사, 사실성 명사의 풍부한 예
들은 보절 명사의 논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화행성 명사는 화행 논의를 참고하지 않아도 
직관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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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조건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이 심리적 조건을 귀납적 논거로 간주할 수 있

느냐는 것이다. 

  (29)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이 되는 ‘존재’는 ‘존재케 하다’나 

‘존재 중’, ‘존재하다’ 등의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건성 명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의 상은 사건이 아니라 명제이다. 곧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존재’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명제를 가리키는 명사로 해석되어야 온당하다. 

  이제 거꾸로 명제성 명사가 사건으로 해석되는 예를 간략히 보도록 하자. 

   (30) 고  왜인들의 외 전쟁 기록은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로써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시

와 원인이 규명되었다. 

(30)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가 의미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27ㄴ)에서도 제

시한 바 있지만 ‘이야기’라는 명사는 ‘∼라는/다는 이야기’의 꼴로 자주 쓰여 명제를 강

하게 지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30)에서의 ‘이야기’는 그 의미 층위가 명

제가 아닌 사건 유형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이야기’의 뒤에 이어지는 서술어는 ‘발

생하다’인데 추상적인 존재인 명제가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사건만이 가능하다. 곧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가지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30)에서의 ‘이야기’는 ‘해당 내용의 이야기가 발화된 사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발화 사건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 (31)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1) 반말만 그냥 쪼금 쪼금씩 나오고, 그런 그런 얘기 많아 가지고 지금도, 썩 안 좋

아한다기보다도, 그런 거 땜에 쫌 말이 있었어.

  (31)은 구어 담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앞의 문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화 주제는 

학 생활에서 선배들에게 반말을 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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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 화자는 ‘선배에게 반말을 하는 일’로 인해 자신의 주위에서 ‘말’이 있었다고 표

현한다. 본래 ‘말’이라는 명사 역시 어떤 내용의 말인지, 다시 말해 보절을 강하게 요구

하는 명사 부류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그 ‘내용(명제)이 있었

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곧 여기에서도 ‘말’은 해당 내용의 이야기가 발화된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31)의 예 역시 명제성 명사가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

는 것이다.

  자세한 예를 말뭉치에서 가져와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화행성 명사 역시 마찬가지 결

과가 예상된다. 가령 ‘요청이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등과 같은 표현

에서는 해당 명사가 화행성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으로 해석된다. 곧 해당 화행을 

발화를 통해 수행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특징은 명제성 명사, 사실

성 명사, 화행성 명사가 사건을 가리킬 경우, 그 해석은 ‘해당 내용의 발화 사건’이 된

다는 것이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이야기가 발생하다’, ‘말이 있었다’, ‘요청이 있었다’ 

등의 명사들은 모두 발화 사건으로 해석된다. 

   (32) 연산군이 훈구파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 임사홍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

다. 그에게는 연산군의 감정을 부채질하여 훈구파는 물론 사림파까지도 소탕하

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32)의 계획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획’은 ‘계획케 하다’나 ‘계획 

중’, ‘계획하다’가 가능하여 사건의 성격이 강한 명사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다는 

계획’의 꼴로 보절을 취하는 명제의 성격이 강한 명사이기도 하다. 어찌 되었건 ‘계획’

이 사건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사유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32)의 예는 

‘임사홍’이라는 자가 사림파를 소탕하려는 생각을 한 사건이다. 앞서 명제성 명사, 사실

성 명사, 화행성 명사가 사건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발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

급하 다. 이에 덧붙인다면 일부 명제성 명사는 사건으로 해석될 때 사유 사건으로 해

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 ‘의도’, ‘결심’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실성 명사인 ‘사실’은 문자적 의미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제’로 해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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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곧 화자에게 참값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명사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33)의 예가 그러하다. 

   (33) 나는 그녀에 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녀도 내게 더 이상 자신에 해 말하

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베트남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녀의 눈빛은 

번에 그걸 믿게 만들었다. 

(33)의 문장은 소설에서 가져온 것이다. 소설 내에서 ‘그녀’는 베트남인이 아니다. 그런

데 ‘나’는 그녀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가 참으로 확정이 된 상태로 소설 중 화자인 ‘나’의 머릿속에 있다면 ‘믿는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사실’은 사실성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제를 가리키는 

명사로 그 유형이 전환되어 해석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예를 통해 한 명사가 여러 의미 층위로 해석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다. 

   (34) 김과장의 명령은 바보 같았다. 

(34)에서 ‘명령’은 여러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명령이 사

건으로 해석될 경우이다. 쉽게 말하면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그 사건이 전개 되

었는지, 즉 방식(manner)과 관련된다. (34)의 해당 사건을 해석해 보자면 김과장은 명

령을 하면서 말을 더듬었다든지, 어눌하게 했을 것이다. 이를 (34)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둘째, 명령이 명제로 해석될 경우이다. 김과장이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똑 부러졌으

나 청자에게 있어 명령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일 수 있다. 이를 (34)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명령이 사실로 해석될 경우이다. 화자는 김과장이 박

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명령의 진행 과정은 매우 명료했으며 명령의 내용

도 부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자는 김과장이 자기 자신의 처신도 제 로 하지 못하면

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명령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 다. 이를 (34)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령이 화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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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화행으로서의 해석은 독특하다. 화행은 그 재료가 명제라는 점에서 명제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고, 말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건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때의 해

석은 문맥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에는 사건의 해석과 동일해지

고, 화행의 내용을 문제 삼을 경우에는 명제의 해석과 동일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선 절에서 ‘X-성 명사’를 설정한 자체가 무색하리만

큼, 각 명사의 해석은 문맥에 따라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맥의 주

요한 힘은 서술어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명사들은 사건, 명제, 사실, 화행 층위 

등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서술어를 통해 보장받는다. 이 말은 곧 어떤 

서술어는 의미 층위가 사건인 논항을 강하게 요구하고, 또 어떤 서술어는 의미 층위가 

명제인 논항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의 의미 층위를 강하게 요구하는 각각의 서술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어들에 해 5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X-성 명사’들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몇몇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다. 

   (35) ㄱ. 사건성 명사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일어났다는) 사실’205)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성 명사는 사건 유형이 아닌 명제 유형 혹은 사실 유형이 된다.

ㄴ. 명제성 명사, 화행성 명사는 문맥에 따라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때의 사

건은 발화 사건 내지 사유 사건이다.

ㄹ. 사실성 명사는 문맥에 따라 명제로 해석될 수 있다.

ㄷ. 이상의 해석의 주도권은 해당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가 가지고 있다.  

205) 이에 해 Peterson(1997: 81)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If replacing NPi that 
with that NPi occurs(occured)(or that NPi obtains[obtained] for states) preserves 
grammatically, then NPi refers to a fact or proposition. 한국어의 사정에 맞추어 번역해보
면, 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명사 NPi의 자리에 ‘NPi가 일어났다는 것(사실)’으로 치환했을 
경우 문장의 문법성에 이상이 없다면 이 NPi은 사실이나 명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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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명사화 구문과 의미 층위

  4.3.1. 명사화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 층위

  도입 부분에 설명한 로 명사화(nominalization)는 명사적 표현(nominal expressions)

을 도출하는 과정(Yap ＆ Grunow-Hårsta 2011: 3)이나, ‘무언가를 명사’로 바꾸는 것

(Comrie ＆ Thomson 2007: 334)이다. 여기에서 명사적 표현의 도출 상이 되는 이

른바 ‘무언가’에는 절(clause)도 해당될 수 있다. 곧 하나의 절이 통째로 명사로 그 성격

이 바뀌어 모문에(혹은 다른 상위절에) 내포될 수 있는 것이다(구본관 외 2015: 260 참

조). 한편 보절은 다른 절의 구조에 존재하는 논항 자리를 채우는 절을 말한다(Dixon 

2010: 370). 그렇기에 보절은 필연적으로 내포절일 수밖에 없다. 문숙 (2017: 58)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명사구가 올 만한 자리에 명사절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

이 아니다. 여기서 명사구가 올 만한 자리라는 것은 결국 논항의 자리를 의미하므로 절

이 명사화되어 논항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보절로 파악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206)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보절이 모두 명사절인 것은 아니다. 우선 (36)

에서 명사구의 자리에 절이 내포된 것을 보이고 (37)에서 모든 명사절은 보절이지만, 

모든 보절이 명사절은 아님을 보인다.

   (36) ㄱ. 나는 [그 학생]을 알고 있다. 

ㄴ. 나는 [그 학생이 집에 가는 것]을 알고 있다.

   (37) ㄱ. 나는 [그 학생이 집에 간 것]을 알고 있다. 

ㄴ. 나는 [그 학생이 집에 간] 사실을 알고 있다. 

ㄷ. 나는 [그 학생이 집에 갔다고] 알고 있다. 

  (36ㄱ)을 보면 서술어 ‘알다’의 목적어는 ‘그 학생’으로 명사구이다. 한편 (36ㄴ)에서

206) 문숙 (2017: 69-70)에서 지적한 바, 우리는 그동안 ‘보절’이라고 하면 ‘내용절’이라는 편
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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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히 ‘그 학생’의 자리에 ‘그 학생이 집에 가는 것’이라는 명사화 구문이 사용되었

다. 곧 ‘그 학생이 집에 간다’라는 문장이 명사화되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다. 이때 (36ㄴ)의 ‘그 학생이 집에 가는 것’은 명사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명사절은 보절이다. 하지만 보절이 모두 명사절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37)을 통해 

보자면 (37ㄱ)에서는 ‘알다’라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단우가 집에 간 것’이 쓰 다. 곧 

서술어 ‘알다’가 핵이 되어 명사절을 논항으로 취한 것이다. (37ㄱ)에 있어서 보절은 명

사절이다. 하지만 (37ㄴ)은 그 사정이 다르다. ‘알다’의 목적어는 ‘사실’인데 ‘사실’은 개

념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실’인지를 요구한다. 이때 내용은 관형사절의 형태를 가지고, 

곧 ‘그 학생이 집에 간’과 같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37ㄴ)에서는 ‘사실’이라는 보절 명

사가 핵이 되어 그 내용을 나타내는 관형사절을 논항으로 취한다. 그러므로 (37ㄴ)에 

있어서 보절은 관형사절이다. (37ㄷ)에서는 ‘알다’의 논항이 ‘그 학생이 집에 갔다고’라

고 제시된다. 이러한 인용절의 성격은 그 통사적 성격이 부사절이다(문숙  2017: 73). 

  핵의 속성이 전수된다는 점207)에서 명사가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구조, 다시 말하

면 관형사절과 명사가 결합한 최종의 결과물은 통사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명사적일 수

밖에 없다.208) 먼저 통사적인 측면에서 명사적이라는 말은 그 분포에 있어 명사구가 논

항이 되는 자리에 쓰인다는 것인데, 이는 ‘내가 산 모자’와 같은 ‘관계절 + 명사’ 구성

이나 ‘내가 모자를 산 것’과 같은 ‘보절 + 형식명사’ 구성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구성 모두 명사구가 놓일 수 있는 곳이면 문제없이 놓일 수 있다. 한편 의미론적 측면

에서 명사적이라는 말은 그 속성이 어떤 존재를 지칭하거나 명세한다는 것인데, 가령 

‘내가 산 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자’를 가리키고 있고, ‘내가 모자를 산 것’은 

‘모자를 산 행위’나 ‘모자를 샀다는 사실’ 등을 가리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본고에서는 ‘관형사절 + 것’ 구성, 곧 명사화 구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명사

절이라는 명칭을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관형사절 + 것’ 구성이 그 

출발이 다소 우언적이라는 점에서 ‘-기’나 ‘-음’과 같은 명사절과 조금 속성이 다르다는 

207) 이에 한 논의는 박진호(1994: §5, §6)를 참조할 수 있다. 
208) 임홍빈(1982: 57)에서는 동명사를 다루고 있는데, 동명사 역시 다른 성분과 통합할 때 명

사구에 해당하는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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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염두에 둔 용어 사용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고는 ‘-은 것, -는 것, 

-을 것’ 등을 하나의 단위로 파악한다. 쉽게 말하자면 ‘-은 것, -을 것’209)을 ‘-기’, ‘-

음’과 다를 바 없는 명사화소(nominalizer)로 보겠다는 것이다.210) 이후의 논의에서는 

명사화 구문이나 명사절이 구분 없이 사용될 것이다. 

  문제는 명사화 구문에서 ‘것’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 완형 보절과 비완형 보절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완형 보절 + 것’ 구성의 명사화 구문이나 ‘비완형 보절 + 것’의 

명사화 구문 모두 분포적인 측면에서는 명사의 자리에 사용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38) ㄱ.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은 지난 여름이었다. 

ㄴ.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을 나는 못 믿겠다. 

ㄷ. 단우의 서울 학교 합격이 나는 참 유감스럽다. 

   (39) ㄱ. [단우가 서울 학교에 합격한 것 / *단우가 서울 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은 지

난 여름이었다.

ㄴ. [?단우가 서울 학교에 합격한 것 / 단우가 서울 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

ㄷ. [단우가 서울 학교에 합격한 것 / 단우가 서울 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이 나는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미 앞선 논의에서 사건성 명사, 명제성 명사, 사실성 명사를 나눈 바 있다. 이

때 해당 명사가 어떤 성격의 명사로 해석되는지는 서술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도 이

미 언급한 바이다. 이에 따르면 (38ㄱ,ㄴ,ㄷ)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우의 서울 학

교 합격’의 핵인 ‘합격’은 (38ㄱ)에서는 사건성 명사로, (38ㄴ)에서는 명제성 명사로, 

209) 여기에는 ‘-느-’가 개재된 ‘-다’가 개재된 ‘-다는 것’ 등도 포함된다. 물론 임동훈(1995)의 
논의를 따라 ‘-다는’의 ‘는’을 보절자가 아닌 속격조사로 처리하여 완형 보절을 관형사절에서 
배제하는 박형진(2016)의 논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관형사절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210) 한편, 본고에서는 ‘-기’나 ‘-음’에 한 논의는 배제할 것이다. 이는 현  한국어의 공시적
인 문법 기술에 있어 가장 전형적인 명사화소는 ‘-기’나 ‘-음’이 아니라 ‘-은 것, -는 것, -
을 것’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문숙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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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ㄷ)에서는 사실성 명사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38)에서 각각의 명사의 자리에 명사화 

구문을 치환하여 입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9)에서는 각 괄호 안에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과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을 

놓아보았다. 둘 다 명사화 구문이기에 분포 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그 문법성이 조금

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공간을 토 로 발생하는 2차 실체인 사건의 경우에 

(39ㄱ)에서 보는 것처럼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치환되어 사용될 수 없다. 한편 3

차 실체로서 추상적 존재인 명제나 사실은 (39ㄴ,ㄷ)에서 보는 것처럼 완형 보절의 명

사화 구문이 자연스럽다. 주목해야할 것은 명제나 사실 층위의 경우에는 (39ㄴ,ㄷ)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우가 서울 학교에 합격한 것’처럼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으로

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211) 그러므로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의 경우에는 문맥

에 따라 중의성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해서는 잠시 차치하고, 어떤 서술어가 요구하

는 논항이 2차 실체인 사건의 경우,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사용될 수 없음에 관하

여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사건과 명제, 사실 등을 나눈 선구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 Vendler(1967: 126)에서

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인다. 

   (40) ㄱ. John’s death surprised me. 

ㄴ. That he died surprised me. 

   (41) ㄱ. John’s death occurred at noon.

ㄴ. *That he died occurred at noon. 

(40)과 (41)에서는 주어 자리에 ‘John’s death’와 ‘That he died’가 쓰 다. 그런데 

‘occur’라는 술어는 ‘That he died’가 결합이 되면 비문이 되고 만다. 이는 ‘occur’라는 

술어가 그 논항의 의미 층위가 사건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hat 

he died’는 통사적으로 그 성격이 명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미론적인 제약으로 인하

여 ‘occur’ 앞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반면 ‘surprise’라는 술어는 논항으로 의미 층위가 

211) 이에 해서는 3.2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본 절에서는 문제 제기 정도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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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것도, 사실인 것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 하게 말하자면 (40ㄱ)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존의 죽음’이 

사건 해석을 갖는 경우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바탕을 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에 뭔가 놀랄만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인 ‘나’는 존의 죽음의 현장에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존의 죽음’이 사실 해석을 갖는 경우 화자인 ‘나’는 굳이 존의 

죽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존이 죽었다는 사실의 소식’만 알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화자인 ‘나’를 놀라게 한 것이다. 요컨  사건 해석과 사실 해석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surprise’는 (40ㄴ)과 같이 ‘that + S + V’구조 역시 취할 수 있다. 물

론 이때의 해석은 사실 해석으로 국한된다. ‘that + S + V’가 명제 혹은 사실과 같은 3

차 실체만을 나타낼 수 있고 2차 실체인 사건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로 사건 해석만을 가질 수 있는 ‘occur’는 (37ㄴ)과 같이 ‘that + S + V’를 취하게 되

면 비문이 되고 만다.

  ‘that + S + V’ 구조를 Peterson(1997: 81, 94)에서는 full-sentence clause 혹은 full 

clause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eterson(1997)은 full-sentence clause가 사건 층위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자리

에 쓰일 수 없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full-sentence clause가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사건과 사건 아닌 것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로 삼고 있다. 이는 유

형론적으로도 매우 빈번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Peterson(1997: 98-100)에서 

보이는 예를 다음과 같이 몇 언어만 제시해 보겠다. (42)는 어의 예이고 (43)은 프랑

스어의 예, (44)는 독일어의 예이다. 

   (42) ㄱ. That Harold read the poem at school annoyed Mary.

ㄴ. *That Harold read the poem at school followed Mary’s wonderful singing.

ㄷ. Harold’s reading of the poem at school followed Mary’s wonderful singing.

   (43) ㄱ. Roger a decouvert que Marie avait engagé Jean.

    Roger discovered  that Mary     hired   John 

ㄴ. *Roger a regardé que Marie avait engagé 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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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ger  watched  that Mary   hired     John

ㄷ. Reger a regardé Marie engager Jean.

    Roger  watched  Mary  hire   John

   (44) ㄱ. Dass Helga die Kuchen backte, amüsierte Karl.

    That Helga  the cakes  baked   amused   Karl

ㄴ. *Dass Helga die Kuchen backte, begann im Garten.

    That Helga  the cakes  baked   began  in the garden

ㄷ. Maries Backen der Kuchen, begann im Garten.

    Mary’s baking of the cakes began  in the garden

(42ㄱ)에서는 annoy라는 술어가 ‘That Harold read the poem at school’이라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을 취했다. 한국어로 번역해 보자면 ‘해롤드가 학교에서 시를 낭송한 

것이 메리를 화나게 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해롤드가 학교에서 시를 낭송한 

것’은 ‘해롤드가 학교에서 시를 낭송했다는 것’으로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으로 치환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follow라는 술어가 쓰인 (42ㄴ)은 완형 보절의 명사

화 구문을 논항으로 한 ‘해롤드가 학교에서 시를 낭송했다는 것은 메리의 훌륭한 노래 

뒤에 이어졌다’라는 문장이 불가능하다. 적문이 되려면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을 논

항으로 한 ‘학교에서 해롤드가 시를 낭송한 것은 메리의 훌륭한 노래 뒤 다’ 정도가 

되어야할 것이다.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follow는 사건 층위를 논항으로 취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42ㄷ)의 동명사 구문은 적형문이 된다.

  Peterson(1997)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어를 비롯한 부분의 언어에서 나타난다. 

(43), (44)와 같이 프랑스어와 독일어에서도 사건 층위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술어 

‘regarder(보다)’나 ‘beginnen(시작하다)’은 모두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을 그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나타난 (43ㄴ)과 (44ㄴ)은 모두 비

문이 되고 부정사(infinitive) 형태나 동명사(gerund) 형태가 올 경우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43ㄷ)이나 (44ㄷ)은 적형문이 된다.212) 

212) 이제 다음 절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형성(finiteness)의 관점에서 사건과 명제, 사실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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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보건 , 우선적으로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명제나 사실과 

같은 3차 실체를 가리키고,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사건인 2차 실체를 가리킨다

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이어지는 4.3.2절과 4.3.3절에서는 (45ㄱ,ㄴ)이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우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45) ㄱ.

  

의미론적 지시체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 사건, (명제, 사실)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 명제, 사실, 화행

ㄴ. 비완형 보절을 완형 보절로 치환하 을 경우 문장이 성립하면 해당 비완형 보절

의 명사화 구문은 사건으로 해석될 수 없다. 

(45ㄱ)에서 보듯이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ㄴ 것)은 주로 사건을 나타내지만 때로

는 명제나 사실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다는 것)은 사

건을 나타낼 수 없다.213) 이에 근거하여 (45ㄴ)과 같은 공리를 세운 것이다. 이제 이어

지는 논의에서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사건을 가리키는지 명제 이상의 층위를 가

리키는지 모호할 경우에는 완형 보절로 치환을 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치환이 가

능하다면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수 없다. 치환이 불가능

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45ㄱ)에서도 보이듯이,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일 경우에는 사건 해석과 명제(사

실) 해석을 모두 나타낼 수 있어 중의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문숙 (2017: 50, 

67-68)에서도 이러한 중의성을 언급한 바 있다. 몇몇 예들을 발췌해 제시해 본다. 

   (46) ㄱ. TV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ㄴ. 내가 잠 잔 게 한 열 시간밖에 안 됐어. 

213) 이에 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에 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완형 보절의 명
사화 구문이 사건으로 해석될 경우, 그 사건은 발화 사건이나 사유 사건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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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뒤이어서 낮에 감독 놈의 싱글벙글 웃던 것을 다시금 생각했다. 

ㄹ. 제가 옛날부터 사상에는 관심이 없던 것을 형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46ㄱ)의 ‘세상 돌아가는 것’은 문숙 (2017)의 논의에 따르면 두 가지 해석이 가

능하다.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안다’는 의미이고(세상이 혼란스럽게 돌아

가고 있다든지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다든지)214), 다른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돌아가고는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해석’이다. 문숙

(2017)에서는 전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것’이 [세상 돌아가는]을 보절로 취한 ‘명사 

보절’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후자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것’ 절 전체가 명사절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본고의 논의로는 전자는 사건 해석이고 후자는 사실(명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해석일 경우 ‘세상 돌아가는 것’은 ‘세상 돌아간다는 것’으로 치환이 

가능하지만 전자의 해석일 경우에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으로의 치환이 불가능하

다. 같은 이유로 (46ㄴ)의 경우에는 사건 해석(시간을 문제 삼는)만을 가지므로 ‘내가 

잠 잤다는 것이’로 치환할 경우 문장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46ㄷ)의 ‘것’은 ‘감독 놈’

을 지시할 수도 있고(일명 내핵관계절의 해석이다), 그 감독이 ‘싱글벙글 웃던 상황, 장

면, 일’을 지시할 수도 있다. 

  (46ㄹ)의 예는 주의가 필요하다. 문숙 (2017: 68)은 (46ㄹ)의 예를 두고 명사 보절

로도 명사절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두 해석 가운데 무엇을 택해도 명제적 의미나 진리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하 다. 문숙 (2017)의 논의에서는 본고의 사건 해석

에는 명사 보절의 지위를, 명제 해석에는 명사절의 지위를 주고 있다. 그런데 (46ㄹ)의 

밑줄 친 부분의 명제 해석은 ‘제가 옛날부터 사상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로, 쉽게 

이해가 가지만 사건 해석은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또한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사

건 해석과 명제 해석은 때로는 그 진리치가 달라질 만큼 주요한 의미론적 차이를 가져

온다. 본고의 가장 처음의 예문에서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을 무

시했다’를 상기해 보자. 사건 해석은 실시간으로 새벽 3시에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무

214) 사건에는 여러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 가령 본고에서는 사건의 해석을 주로 시간이나 공간
을 통해 담보 받고는 했던 것이다. 한편, 방식(manner) 역시 표적인 사건 관련 요소이다. 
곧 (42ㄱ)의 한 해석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로 된다면 이 역시 전형적으로 사건과 관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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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해석이고, 명제 해석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로 된다. 이 두 

해석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6ㄱ)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의 해석과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의 해석은 전혀 같지 않다. 

  결국 용어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지만, 문숙 (2017)에서 명사 보절과 명사절로 나눈 

것에 하여 본고는 모두 명사화 구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통사적인 분포

로 보아도 의미·기능적으로도 보아도 명사구에 상당하기 때문이다.215) 그리고 이 명사

화 구문은 그 의미 층위가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이 될 수 있다. 

  이제 차례로 말뭉치에서 그 예를 찾아 보이도록 하겠다. 먼저 명사화 구문이 사건 해

석을 받는 예이다. 

   (47) ㄱ. 동생인 내가 아무리 혼자 놀기 좋아한다지만 하나 있는 언니가 되어 가지고 제 

동생 혼자 노는 것 뻔히 보면서도 어찌 그리도 제 동무들하고 신이 나서 놀 수

가 있었을까.

ㄴ. 오랜만에 얼굴이나 좀 보자. 셋이서 한 자리에 만난 것이 꽤나 오래된 것 같았

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인데, 그 이유야 어쨌든 이원

명은 약속 시간이 두 시간이나 지나도록 얼굴 내비칠 줄을 몰랐고, 조상국은 또 

화투놀이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47ㄱ)의 ‘제 동생 혼자 노는 것’은 ‘제 동생 혼자 논다는 것’으로 치

환이 불가능하다. ‘보다’라는 술어가 그 논항으로 사건 층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47ㄴ)도 ‘셋이서 한 자리에 만난 것’은 ‘셋이서 한 자리에 만난다는 것’으로 치

환이 되지 않는다. ‘오래되다’는 시간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사건 층위를 요구하는 술어

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명제 해석을 받는 명사화 구문의 예이다. 

   (48) 그리구 신데렐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신데렐라에두，에게두 잘 해 주는 척하지

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신데렐라를 굉장히 많이 구박을 했죠. 어∼ 그래서 어∼ 

215) 물론 문숙 (2017)에서 검증법으로서 삼고 있는 지시사의 수식 가능 여부, 복수화 등으로 
보자면 그 명사성이 명사구와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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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란 항상 그릏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 왕궁에서 

파티를 한다는 걸 들었어요. 

(48)에서 ‘그 나라 왕궁에서 파티를 한다는 것’을 논항으로 취하는 ‘듣다’는 명제 층위

를 그 논항으로 취한다. 물론 ‘듣다’는 사건 층위를 취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 나라 왕

궁에서 파티를 하는 걸 들었어요’라고 한다면 파티 사건에서 직접 기인하는 물리적인 

소리, 곧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나 음악 소리 등을 들은 것이 될 것이다. (48)에서 

명사화 구문의 해석은 명제이다. 이제까지 설명했지만 명제는 그 참값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곧 신데렐라가 ‘그 나라 왕궁에서 파티를 한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소

식이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이다. 

   (49)  단지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

심히 훈련받는 군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 다. 병

역기피자들도 떳떳이 보험 혜택을 받는데, 정작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 인 들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반면 (49)의 ‘군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 층위를 가리킨다. 

명제나 사실이나 모두 3차 실체로서 추상적 실체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사실은 화자에게 

있어 그 진위치가 참값으로 확정되어 있는 실체이다. 그러므로 이미 참으로 확정된 사

실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49)에서는 해당 사실 

정보에 하여 ‘안타깝다’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군인들이 의료보험 혜택

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군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치환하여도 문제

가 없다. 이에 해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명사화 구문은 화행 층위 역시 가리킬 수도 있다. 

   (50) ㄱ. 창고지기가 나라 재물을 훔쳐 파는 데 공모하자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비  

방지의 흉계인 줄 알면서 그들이 독을 친 음식을 먹고 죽은 화랑 검군(劍君)의 

기질이 살아와야 마땅한 세 가 아닌가. 

ㄴ. “한음아.” 덕만이가 불렀습니다. 덕만이는 요전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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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는 것을 물은 총각입니다. 한음은 덕만이가 밑 뚫린 독에 물을 담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행 층위를 가리키는 명사화 구문은 완형 보절로만 실현이 가능하다. 완형 보절과 비

완형 보절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종결어미의 유무이다. 곧 완형 보절은 ‘-다’를 비롯

한 ‘-자’, ‘-라’, ‘-냐’와 같은 종결 어미를 통하여 그 문장 유형에 따른 화행 층위로서

의 의미 해석을 보장 받는다. 그만큼 종결 어미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종결 어미에 많

은 힘이 실리게 되면 각 화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표제 명사들은 없어져도 무관하게 

된다. 가령 청유의 경우 ‘제안, 요청’, 명령의 경우 ‘명령, 주장, 요청’, 질문의 경우 ‘질

문, 물음, 문의’ 등과 같은 표제 명사는 ‘것’으로 체되고, 각 화행의 해석은 완형 보절

에 결합한 문장의 종결 어미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다. 

  4.3.2. 비완형 보절과 사건

  그렇다면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어떻게 사건을 지시하게 된 것이고 완형 보절

의 명사화 구문은 어떻게 명제와 사실 등을 가리킬 수 있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

다. 가령 ‘연우가 외국으로 가는 것’과 ‘연우가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가는’과 ‘간다는’

의 차이로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우가 외

국으로 가는 것’은 때로는 ‘연우가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 쓰이는 자리에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완형 보절과 비완형 보절의 논의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명사절, 보절, 관계절에 한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명사성, 정형성

(finiteness) 등과 같은 굵직한 주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비완형 보절과 완형 보절은 그 유래가 제각각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비완형 

보절은 동명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 완형 보절은 인용절 형식에 그 기원을 두

고 있다. 우선 비완형 보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현  한국어에서 비완형 보절은 그 통

사적 범주가 관형사절이다. 이때 관형사절을 이끄는 핵은 ‘-ㄴ’과 ‘-ㄹ’인데, 주지하다

시피 ‘-ㄴ’, ‘-ㄹ’은 거슬러 올라가면 동명사형 어미 다.216) 최동주(1996: 173-176)에 

216) 이기문(1972: 21-22)에서는 한국어를 알타이제어의 하나로 보면서, 그에 한 근거로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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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ㄴ/-ㄹ’에 의한 절은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에 관형사절로 쓰이기도 하고 명

사절로 쓰이기도 했다. 곧 ‘-ㄴ/-ㄹ’은 본래 동명사형 어미 으나, 그 기능이 점차 사라

지면서 관형사형 어미가 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결국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어떤 절

의 핵인 서술어에 ‘-ㄴ/-ㄹ’이 붙어 있는 꼴이 통사적, 의미론적으로 명사적이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에 한 논거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관형사절 

내부의 주어가 주격 표지가 아닌 속격 표지인 ‘-의/-ㅅ’을 취하는 예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 어의 감각으로는 관형사절로 판단되는 절에 조사가 바로 붙어 통사적으로 

명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가 있다는 것이다.217) 

   (51) ㄱ. [八婇女의 기론] 찻므리 모자(월인석보 8:92)

ㄴ. [釋迦ㅅ 本來 셰샨] 誓願에 샤미라(법화경 1:225)

   (52) ㄱ. 德이여 福이라 호 나라 오소다(악학궤범, 동동)

ㄴ. 威化振旅시로 輿望이 다 몯나(용비어천가 11)

  (51)과 (52)의 예는 모두 최동주(1996)의 논의에서 가져온 것이다. (51ㄱ)에서는 관형

사절의 주어가 ‘八婇女’인데 ‘八婇女의’로 속격 주어로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51ㄴ)

의 관형사절의 주어 역시 ‘釋迦’인데, 존칭의 속격인 ‘ㅅ’이 나타나 속격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ㄴ’이 결합된 ‘기론’, ‘셰샨’이 명사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 어미의 일치를 내세우고 있다. 곧 이들 제어에서 동명사 어미는 -*r, -*m, -*n으로 나타
나는데, 현  한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 -ㄹ’과 명사화소 ‘-ㅁ’으로 남아 있다고 하
겠다. 구결을 중심으로 ‘-ㄴ, -ㄹ’이 동명사 어미 음을 다루는 논의로는 양정호(2001)가 있
다. 전반적인 고찰로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이 동명사형 어미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논의
는 김무봉(1988)을 참조할 수 있다. 현  한국어의 동명사 설정에 관한 문제는 이홍식(1998)
을 참고할 수 있다. 

217) 이러한 논거는 일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hibatani(1990: 347-357)에서는 ‘の(no)’와 
‘が(ga)’의 기원에 해 다루고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고전 일본어에서는 명사절에 있어, 그 
의미상 주어를 の(no)’와 ‘が(ga)’로 표시하 고, 정작 주절의 주어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논의에서는 ‘headless nominalized clause’, 곧 문장에 바로 조사가 붙는 
예를 소개하며, 이 경우에 의미상 주어는 ‘の(no)’나 ‘が(ga)’로 표시됨을 보이고 있다. 이 논
의에 따르면 ‘の(no)’와 ‘が(ga)’는 속격 표지인데, 이는 명사화된 절의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
을 한다. Shibatani(1990: 347-357)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어의 동명사의 주어가 속격으
로 나타난다는 것과 비견할 만하며,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본어
의 명사문에 한 추가적인 논의는 Horie(2008)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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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주어적 속격이란, 주격 표지가 나타나야 할 곳에 속격 표지가 나타난다는 표면

적인 현상을 일컫는데, 이 속격은 ‘NP + VP(명사화)’ 구성에서 명사화한 서술어의 주

어를 나타내는 것이다(서정목 1982: 172, Dik 1997b: 160).218) 한편 (52ㄱ)에서는 ‘德
이여 福이라 혼’에 목적어를 나타내는 ‘-’이 붙은 형태를 볼 수 있고, (52ㄴ)에서는 

‘威化振旅신’에 ‘-로’가 붙어 있다. ‘-’과 ‘-로’는 조사이기에 통사적으로 앞에 

명사 상당 어구가 올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조사 앞에 붙은 ‘-ㄴ’ 절은 명사절이라

고 볼 수밖에 없고, 이때 절을 명사화시킨 것은 ‘-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임홍빈(1982: 57)에서는 ‘-ㄴ/-ㄹ’을 동명사 어미로 본다면 중세 한국어의 관형 구성

은 결국 ‘NP + NP’ 구성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행하는 명

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Shibatani(2009, 2014)가 비

슷한 시각으로 관계절을 바라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곧 Shibatani(2009, 2014)는 

관계절을 명사절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역시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hibatani 2009: 170). 다음과 같은 예들이 

바로 그것이다. 

   (53) ㄱ. [a [[cotton]N [shirt]N]Nʹ]NP (Shibatani 2014)

ㄴ. gold watch, songbird (Shibatani 2009)

(53)의 예문에서 보듯이 ‘cotton shirt’도 ‘gold watch’, ‘songbird’도 모두 그 구성이 ‘명

사 + 명사’이다. 이렇게 명사가 연속하는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앞의 명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여 다시 명사구가 구성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Shibatani(2007, 2014)

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언어학에서 본래 관계절로 파악했던 것들이 명사절이라는 것

이고, 이 명사절들이 나타내는 것은 ‘事象体言化(event nominalization)’라는 것이다.219) 

218) 중세한국어의 명사화한 내포문의 주어가 속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하여는 서정목(1982)
을 참조하면 된다. 이선웅(2004가)은 현  한국어가 그 주된 상이다. 곧 이 논의에서는 명
사도 논항을 가질 수 있고, 이 논항들이 통사적으로는 속격인 ‘-의’와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진호(2016: 95)에서는 일본어 주격 조사가 본래는 속격 조
사 음을 밝히며, 한국어의 주격 조사 ‘-이’ 역시 속격 표지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
한 바 있다. 또한 그의 설명에 따르면 ‘-ㄴ/-ㄹ’이 명사화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명사화를 분
명히 하기 위해 형식명사가 추가되는데, 본고에서 ‘것’이 관형사절 뒤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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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rie ＆ Thomson(2007)에서도 비슷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tree-house’라는 단어를 예로 들며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보인다. 이

를 통해 Comrie ＆ Thomson(2007: 378-389)은 명사화절이 관계절로 기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런 이유로 어떤 언어들은 명사화절과 관계절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220) Shibatani(2009: 196)는 Comrie ＆ Thomson(2007: 378-389)

이 ‘몇몇 언어에서는 명사절과 관계절이 같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은 이보다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관계절이 알고 보면 명사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다.221) 

   (54) Pancor Ngeno-Ngené Sasak

ㄱ. buku  [si  ∅  ne=bace   isiq loq  Ali]

             book  nmz    3=∅.read  by  art  Ali

    ‘the book that Ali read’

ㄴ. suara [si   ne=ngerontok  lawang  loq  Ali]

219) Shibatani(2009)가 말하는 명사화 절(nominalized clause)과 문숙 (2017)에서 말하는 ‘것’ 
명사절은 그 문법적 지위가 다르다. Shibatani(2009: 196)는 그간 ‘관계절’로 파악되었던 것
이 알고 보면 ‘명사화절’이라는 것이고, 이때 명사화절의 의미론적 지위는 사건이라고 주장한
다. 본고 식 로 하면 Shibatani(2009)의 명사화절은 비완형 보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미론
적 지위는 사건으로, Shibatani(2009)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반면, 문숙 (2017)에서 말하는 ‘것’ 명사절은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다. ‘-다는 것’에 해
당하는 것(혹은 ‘-ㄴ/ㄹ 것’으로 나타났지만 완형 보절로 치환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본고에서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에 해 의미론적 지위로 명제, 사실, 화행 등을 부
여하고 있다. 다만 문숙 (2017)에서는 Shibatani(2009)의 명사절, 곧 본고의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에 ‘명사 보절’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 역시 용어 설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말 
것이지만, Shibatani(2009, 2014)에서는 명사절이 事象体言化(event nominalization)이라는 
주장이고 문숙 (2017)에서는 명사절이 사건과 무관한 명제 논항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본고에서는 ‘단우가 밥을 먹는 것’과 ‘단우가 밥을 먹는다는 것’에 모두 명사화 구
문(명사절이라고 불려도 무방한)의 지위를 부여한다. 다만 전자의 ‘단우가 밥을 먹는’에 비완
형 보절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유래를 동명사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론적 지위는 
사건이다. 한편 후자의 ‘단우가 밥을 먹는다는’에 완형 보절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유래를 인
용 구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론적 지위로 ‘명제, 사실, 화행’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nce our claim that in certain languages relativization is 
indistinct from nominalization.”

221) 이러한 Shibatani(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Jany(2011)에서는 Chimariko어(캘리포니아 원
주민들의 말)에서 절 명사화가 관계화 책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184 -

    sound nmz  3=knock      door    art  Ali

    ‘sound of Ali knocking on the door’ (Shibatani 2009: 168)

(54)는 Shibatani(2009)가 제시하는 Pancor Ngeno-Ngené Sasak어의 예이다. (54ㄱ)은 

전형적인 관계절처럼 보인다. 이때 ‘si’는 관계화소처럼 보일 것이다. 또한 ‘si’가 이끄는 

절에는 관계절의 특징인 공백(gap)이 있다. 하지만 Shibatani(2009)는 (54ㄴ)을 제시하

며 ‘si’가 명사화소로 쓰이고 있음을 보인다. (54ㄴ)에서는 ‘si’가 이끄는 절에 공백(gap)

이 없다. 흥미롭게도 (54ㄱ)과 (54ㄴ)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알리가 읽는 책’과 ‘알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된다. ‘-는’이 이끄는 절 안에 공백 발생 여부부터 ‘-는’의 형태

론적 동일성까지 Shibatani(2009)가 제시하는 언어의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시적으로는 관형사절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관계절을 명사절로 보자는 

Shibatani(2009, 2014)의 주장은 관형사절을 동명사로 파악하는 임홍빈(1982)의 논의와

는 상통하며, 이를 비판하는 박형진(2016)의 입장과는 척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박형

진(2016: 39)에서는 현  한국어에서 관형사절에 조사가 직접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는 논거로 관형사절을 동명사로 보는 것, 곧 관형사절이 일견 명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주장은 통시적인 설명으로서 그 절충점이 찾아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명사화소

의 관형사화소로의 변화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곧 본래 동명사 어미(명사화소)에 그 

기원을 둔 ‘-ㄴ/-ㄹ’이 문법화되어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Yap ＆ 

Grunow-Hårsta(2011: 29-30)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사절과 관계절의 상관성에 해 

논하고 있다. 

   (55) ㄱ. [VP n] N → VP RELn N

ㄴ. lexical noun(stage1) → light noun(stage2) → Nominalizer(stage3) → 

Relativizer(stage4)

가상의 예를 들어서 (55)를 설명해 보자. ‘단우를 껴안-’이라는 VP가 있다고 하자. 그

리고 어휘적인 명사에 기원을 두었지만 형식명사를 거쳐 어미로 고도로 문법화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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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있다고 해 보자.222) 이제 ‘단우를 껴안-’과 ‘-기’가 결합이 되면 ‘단우를 껴

안기’가 된다. 핵인 ‘-기’가 명사인 것으로 말미암아 통사적으로 명사화된 ‘단우를 껴안

기’ 뒤에 이제 ‘놀이’라는 명사를 놓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우를 껴안기 놀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우를 껴안기’가 ‘놀이’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

조가 빈번하게 출현하게 되면 본래 어휘적 명사에 기원을 둔 ‘-기’는 자연스럽게 명사

를 수식할 수 있는 절을 생성하는 관형사형 어미로까지 문법화가 진행될 것이다.223)

  Grunow-Hårsta(2011: 31)에 따르면 (55ㄴ)과 같이 어휘적 명사가 형식 명사가 되

고, 다시 명사화소가 된 후에 관계절화소가 되는 변화는 Tibeto-Burman 언어에서 흔하

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55ㄴ)과 같은 1단계에서 4단계로의 변화를 모든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표적인 한국어의 명사화소인 ‘것’은 3단계에 머물

러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세 중국어(middle chinese)의 ‘zhe’는 1단계에서 4단계

의 과정을 모두 겪어 관계절화소까지 변모하 다고 한다. 만약, Grunow-Hårsta(2011)

가 한국어의 ‘-ㄴ/-ㄹ’에 주목하 다면 비슷한 적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곧 ‘-ㄴ/-

ㄹ’은 본래 명사화소 는데 명사 앞에 잦은 분포를 보이면서 후에 관형사형 어미로까지 

문법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ㄴ/-ㄹ’의 기원은 동명사형 어미

로서 명사화소라고 할 수 있지만224) 공시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로 분석이 되어야 마땅

222) 실제로 양정호(2015)에서는 ‘-기’가 명사 파생 접미사 다가 명사형 어미로 바뀌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접미사 이전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휘 요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
음에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Rhee(2011: 395)에서는 한국어의 일차적(primary) 명사화소
로 ‘-음, -기, -지, -것’을 꼽으며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어원이 불분명하다고 언급하
다. Rhee(2008: 242)에서는 ‘-기, -지’의 어원으로 ‘place’를 주장한 바 있다. ‘것’의 어휘적 
어원은 Rhee(2008: 242)에 따르면 ‘thing’이다. 하지만 언급하 듯이 본문의 ‘-기’를 통한 설
명은 어디까지 가상의 것이다. 

223) 지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껴안다’의 주
어를 상정해보면 통사적으로 어떻게 부호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곧 ‘연우의 단우를 껴안
기 놀이’는 수용성이 높은데 ‘연우가 단우를 껴안기 놀이’는 수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는 ‘단우를 껴안-’이 먼저 명사화된 후에, 주어를 취한 것을 방증한다. 곧 절이 명사화된 것
이 아니라 동사가 명사화된 후에 주어를 취한 것이다. ‘-ㄴ’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겪은 것으
로 판단된다. ‘-ㄴ’은 우선 동사를 명사화하는 동명사화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그 주어는 
속격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문법화를 겪으면서 후에는 절을 통째로 명사화할 수 있는 문법 
요소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고, ‘-ㄴ’이 이끄는 절 내의 주어가 보통 절처럼 속격이 아닌 주격
으로 실현되게 된다. 

224) 물론 동명사형 어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본고의 한계를 넘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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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제 다음 문제는 이것이다. ‘-ㄴ/-ㄹ’이 동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

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완형 보절과 비완형 보절은 정형성

(finiteness)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56) ㄱ. 연우가 유학을 가-[ㄴ] 것은 2012년의 일이었다. 

ㄴ. 단우는 연우가 유학을 가-[ㄹ 수-있-었-겠-다-는] 것을 굉장히 슬퍼했다. 

(56ㄱ)은 비완형 보절인데 ‘-ㄴ’ 이외에 다른 요소를 가지지 못한다. 반면 (56ㄴ)은 완

형 보절인데 ‘-ㄴ’ 이외에도 많은 선문말어미들이 제약없이 결합되고 있다. Dik(1997b: 

144)에서는 (56ㄴ)과 같이, 내포된 정형절(embedded clause)은 내포되었다는 표시(곧 

종속자(subordinator))를 제외하고는 주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아니나 

다를까, (56ㄴ)은 내포되었다는 표시인 ‘-는’을 제외하면 ‘유학을 갈 수 있었겠다’는 무

리 없이 주절로도 사용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역으로 비정형절(non-finite clause)은 

주절로서 사용될 수 없고, 인칭, 수, 성에 한 일치 표시나 시제, 상, 양태 등을 결여하

고 있다. 물론 언어에 따라 인칭, 수, 성에 한 구분이나 시제 요소, 상 요소, 양태 요

소 등이 결여되기도 하고, 과잉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범언어적인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 문숙 (2015: 8)에서 “정형절과 비정형절 사이의 비 칭성을 만드는 범언어적 보

편 범주는 없다는 것이 최근의 중론”이라고 정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56

ㄱ)은 여러 기능 범주를 나타내는 기능핵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ivón(1990: 853)225)에서는 정형성을 어떤 절이 바로 상위의 절에 통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체계적인 문법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덧붙여, 해당 절이 

다른 절에 통사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사건이나 사태, 곧 의미 층위에 있어서도 의존

적임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곧 어떤 비정형적인 절이 있다면, 해당 절은 통사적

225) 원문은 ‘Finiteness is the systematic grammatical means used to express the degree of 
integration of a clause into its immediate clausal environment’이다. 덧붙여, Givón, 
T.(1990)는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이다. Givón, T.(2001)의 제목
은 ‘Syntax: An introduction’이다. 이 두 책은 구성과 초점이 상당히 다르다. 인용할 때 주
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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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존하고 있는 절에, 의미론적으로도 의존적이라는 것이다.226) 또 다른 논의인 

Givón(1993b: 1-27)에서는 사건 통합(event integration)에 해 다루고 있다. 주절에 

내포되어 있는 보절의 경우 주절과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관계가 상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발화나 문장을 접한 사람은 주절이 말하는 사건과 보절이 말하는 사건이 시공간적

으로 별개의 사건인지 아니면 하나의 인접한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는 당연히 

정도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도성을 따지는 것이 바로 사건 통합에 관한 통사·의미

론이 될 것이다. 가령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57) ㄱ. She saw him come out of the theater 

ㄴ. She saw him coming out of the theater 

ㄷ. She saw that he came out of the theater 

(57)은 Givón(1993b: 14)의 예이다. Givón(1993b)은 원형 부정사와 동명사가 사용된 

(57ㄱ,ㄴ)이 (57ㄷ)에 비해 사건 통합도가 높음을 언급하며, 사건 통합도가 높을수록 

‘그녀가 그를 본 사건’과 ‘그가 화관에서 나온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될 가능

성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곧 (57ㄱ,ㄴ)의 경우 ‘그녀가 그를 본 사건’과 ‘그가 화관에

서 나온 사건’은 동시적이어야 하고, 동일 장소여야만 한다. Givón(1993b)의 용어를 따

르자면, 시공간적 통합(spatio-temporal integration)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데 (57ㄷ)은 그렇지 않다. 동일한 ‘saw’ 동사가 주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57

ㄷ)의 ‘saw’는 물리적 지각 동사(physical perception verb)가 아닌 내적 사고(mental 

reflection)를 나타내는 동사로 해석된다(Givón 1993b: 14). (57ㄷ)은 한국어로 ‘그녀는 

그가 화관에서 나왔다고 미루어 짐작했다’ 정도가 될 것인데, 이 경우 ‘그가 화관에

서 나온 사건’과 ‘그녀가 미루어 짐작한 사건’은 동시적이지도 않고, 동일 장소가 아니

어도 상관없다. 곧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보

다’나 ‘듣다’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226) 문숙 (2015: 8)에서도 정형성에 한 정의를 검토한 후, 그간 보통 주절은 정형 절(finite 
clause)이고 종속절은 비정형 절(non-finite clause)라는 기술이 통용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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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ㄱ. 연우는 단우가 집에 가는 것을 보았다. 

ㄴ. 연우는 단우가 집에 간다는 것으로 보았다. 

   (59) ㄱ. 나는 운동장에서 단우가 연우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ㄴ. 나는 운동장에서 단우가 연우를 때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김태인 2016: 74)

  (58ㄱ)에서 ‘연우가 어떤 사건을 본 사건’과 ‘단우가 집에 가는 사건’은 동시적이며 

동일 장소여야만 한다. 또한 이때의 ‘보다’ 동사는 물리적 지각 동사이다. 하지만 (58ㄴ)

의 ‘보았다’의 경우 (57ㄷ)의 ‘saw’ 동사와 같이 더 이상 물리적 지각 동사가 아니다. 

곧 [판단하다,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동사로 바뀌는 것이다. 이 경우 ‘단우가 

집에 가는 사건’은 통사적으로 완형 보절로 제시되었으며 ‘-을’이 아닌 ‘-으로’로 그 통

합성이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227)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58ㄴ)의 경우 주절의 사

건과 보절의 사건은 그 사건 통합도가 현저히 낮다. 따라서 종속절의 ‘단우가 집에 가

는 사건’과 연우가 단우가 집에 간다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 

  (59)의 주절에 있는 ‘듣다’ 동사는 모호성(vagueness)을 가진 동사이다. (59ㄱ)은 어떤 

사건에서 말미암는 물리적 소리를 듣는 해석을 갖는다. 곧 ‘단우가 연우를 때릴 때 나

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경우에 반드시 주절의 사건과 보절의 사건이 

동시적이고, 동일 장소여야만 한다. 하지만 (59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단우가 연

우를 때린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들은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장에서’가 

보절에 걸리는지, 주절에 걸리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한다. 곧 ‘운동장에서 단우가 

연우를 때린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 들은 것인지, ‘단우가 연우를 때린다는 이야

기’를 운동장에서 누군가를 통해 들은 것인지 말이다. 어느 해석이 되었건 간에 (59ㄴ)

은 ‘단우가 연우를 때리는 사건’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건’은 개별적 사건으로 인

식된다. 

227) 이와 관련하여 의미역에 따라 그 통합도가 차이가 있음도 Givón(1993b: 25)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Semantic role: AGT > DAT > PAT > OTHERS’의 순서로 사건 
통합도의 차이를 보인다. 격이 의미역을 반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볼 때, (57ㄴ)에서 ‘∼것
으로 보다’ 구문이 ‘-것을 보다’와 같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도 사건 통합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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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9)의 예를 통해서 은연중에 설명이 된 셈인데, 비완형 보절은 주절과의 사건 

통합도가 높다. 반면 완형 보절은 주절과의 사건 통합도가 낮다. 다시 말하면 비완형 

보절은 주절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의존적이고, 완형 보절은 주절의 동사가 나타내

는 사건에 의존적이지 않고 상당히 독립적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비완형 보

절을 동명사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는데, Givón(1993b: 27)은 보절이 이렇게 명사적

일수록 주절과의 사건 통합도가 높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60) ㄱ. 사건 통합도와 명사 형식과의 관계: 주절 동사가 사건 통합도가 높을수록 보절

의 동사는 더욱 명사적인 것(덜 정형적인 것)이다.228)

ㄴ. 어 동사의 정형성 척도

   

가장 덜 정형적

어휘적 명사화 removal

원형 부정사 remove

ing 부정사 removing

to 부정사 to remove

양태 may remove

상 having removed

시제 removed

가장 정형적

(60)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에 가까울수록 비정형적이고 동사에 가까울수록 정형적인 것

을 알 수 있다. 다시 언급하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비완형 보절이 동명사에서 유래했다

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정형성 어의 ing 부정사 정도가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는데, 

곧 비완형 보절은 상위 절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에 의미론적으로 의존적이며, 통사론

적으로도 의존적이다. 

  연계적으로, Hengeveld(1998: 359)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위계 설정을 살펴볼 필

22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higher a main verb is on the scale of event integration, the 
more nominal — or less finite — will its complement verb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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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229) 

   (61) Hengeveld(1998)의 Entity Type Hierarchy

zero order > second order > third order > fourth order

dependent verb form      >      independent verb form

Hengeveld(1998)는 유럽 언어의 부사절에 관한 논의이다. Hengeveld(1998)는 (61)이 

다음과 같이 읽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30) 부사절이 어떤 특정 차원(a certain order)

의 실체를 가리킬 때, 이 부사절을 나타내기 위해 의존적인 동사 형태를 사용한다

면,231) 그 언어는 더 낮은 차원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부사절의 표현을 위해서도 의

존적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사절과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명사절에도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곧 존재론적 위계에 있어서 0차 실체에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의존적인 동사 형태로 나타나고, 고차(高次) 실체인 4차 실체로 가면 갈수록 독립

적인 동사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2차 실체인 사건은 의존적인 

동사 형태에 좀 더 가까울 것이고, Givón(1993b)의 논의 로라면, 비정형성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비완형 보절, 동명사형, 2차 실체인 사건 등의 개

념들이 적절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를 토 로 비완형 보절과 완형 보절에 해 다

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볼 수 있게 되었다.232)

229) Hengeveld(1998)는 유럽어에서의 부사절에 관해 논의하면서, 부사절은 종속절로 파악되어
야 마땅한데, 그 독립성에서 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한국어의 ‘-어서’와 
‘-니까’의 차이로 포착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어서’는 그 앞에 시제나 양태
와 관련된 선문말어미가 결여되어 있다. 반면 ‘-니까’는 ‘-었’이나 ‘-겠’과 같은 선문말어미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곧 ‘-어서’는 종속성이 강하고, ‘-니까’는 독립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존의 문법에서 ‘-어서’를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니까’를 이유를 나타
내는 것으로 파악한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
건에 관한 것은 ‘-어서’로 부호화된다. 곧 화자의 개입 없이 A 사건이 B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다. ‘-니까’는 그렇지 않다. ‘-니까’의 후행절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쉽게 온다. 곧 어
떤 명령이나 청유의 당위를 ‘-니까’ 선행절에서 찾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230) 원문에서도 일차 실체(first order)는 빠져있다. 일차 실체 자체가 동사 형태로 나타날 가능
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했을 것이다. 

231)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와 같이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어로 ‘while 
eating a sandwich’와 같이 동명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동명사 형태를 갖춘 부사절
은 동시동작의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2차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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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비완형 보절과 완형 보절의 성격

  이제 다음으로 ‘비완형 보절 + 것’의 구조, 곧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어떻게 

사건을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앞선 절의 (45ㄱ)에서는 ‘비완형 보절의 명

사화 구문’이 의미론적으로 사건을 가리키고,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명제, 사실, 

화행 등을 가리킨다고 서술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비완형 보절이 이미 사건을 나타

내고 있는데 여기에 ‘것’이 추가되어 왜 여전히 사건을 나타내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다음의 서술은 이에 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의 소위 

제3의 관형사절에 한 설명도 조금 베풀어질 것이다.

  명사의 주요 기능은 존재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고 자연

스럽게 명사화의 주요 기능 역시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

(Shibatani 2009: 191). 이때 명사화된 결과물에 의해 지시되는 것을 Shibatani(2009: 

191)는 사태(states of affairs)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이해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hibatani(2009: 192)에 따르면 문법적 논항 명사화

(grammatical argument nominalization)와 어휘적 명사화(lexical nominalization)는 가

리키는 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233) 곧 어휘적 명사화는 어떤 개체(individual)를 가

리키거나 명세할 수 있는 반면, 문법적 논항 명사화는 개체가 아닌 사건을 가리킨다. 

232) 이상의 논의 이외에도 완전한 명사(perfect nominal)와 불완전한 명사(imperfect nominal)
의 정도성을 나누고 완전한 명사에 가까울수록 사건을, 불완전한 명사에 가까울수록 사실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Vendler(1967: §5)의 선구적인 연구에 반드시 주목해야할 것
이다. 

233) 문법적 논항 명사화(grammatical argument nominalization)는 우리가 지금 천착하는 동사
의 명사화이고, 어휘적 명사화(lexical nominalization)는 ‘집개, 놀이, 웃음’ 등과 같이 동사를 
기원으로 하여 명사로 어휘화한 것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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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건을 가리키는 명사화 구문의 옆에는 그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명사라도 병치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미 장경희(1987)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장경희(1987: 494-495)에서는 비완형 보절234)이 사태를 지시체로 지닌

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고 있다.   

   (63) ㄱ. 나는 순이가 웃는 것을 보았다.

ㄴ. 나는 돈이 없는 죄로 일만 해야 했다. 

여기에서 비완형 보절인 ‘순이가 웃는’과 ‘나는 돈이 없는’은 각각 [순이가 웃었다], [나

는 돈이 없다]라는 사건이나 상태를 지시체로 가리키고 있다. 이때 비완형 보절과 나란

히 병치되는 명사들, 장경희(1987)의 용어로는 “불구보절을 내포하는 명사들”은 사건이

나 사건에 관계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장경희 1987: 492).235)  다음

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64) ㄱ.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사람이 {죽는 / *죽는다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ㄴ. 어제는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 *살아난다는} 기적이 일어났다. 

ㄷ. 순이는 작년에 교황님을 만나 {뵙는 / *뵙는다는} 행운을 얻었다. 

다시 말해, 비완형 보절이 사건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비완형 보절의 다음에 놓이는 명

사는 이 사건과의 결합에 있어 적합하기만 하다면 그 어떤 것이든 올 수 있다. 이에는 

해당 사건의 행위주, 피행위주, 도구, 장소, 시간, 결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Shibatani(2009)가 관계절을 명사절로 파악한 후에 이 명사절이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

는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4) 장경희(1987)의 용어로는 불구 보절이다.
235) 본고는 이러한 장경희(1987)의 분석을 타당하게 생각한다. 다만 장경희(1987: 494)에서는 

진술 전체에 응되는 지시체가 있고, 이 지시체를 사태라고 하고 있다. 곧 어떤 문장이 있으
면 해당 문장에 응되는 사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위에서 반론한 바 있다. 문장
은 문장일 뿐이다. 다만 장경희(1987)는 비완형 보절이 사건을 강하게 가리키고, 완형 보절이 
강하게 명제를 가리키는 것에 한 설명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 어떤 진술이 무언가를 가리키
고 있다고 기술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193 -

  이러한 설명은 한국어의 소위 ‘제3의 관형사절’을 설명하는 데에 적당한 설명력을 제

공한다. 곧 ‘단우가 집에 가는 장면’, ‘연우가 집에 오는 시간’, ‘연우가 공부를 하는 장

소’, ‘고기를 굽는 냄새’ 등과 같이 공백을 상정할 수 없었던 관형사절과 피수식 명사가 

병치되는 구조는 ‘(동명사형에 유래를 둔,) 사건을 나타내는 비완형 보절 + 사건과 관련

된 명사’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236) 

  김지은(2002)에서는 본고에서 비완형 보절로 파악하는 문법 범주에 연계관형절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완형 보절과 구분을 한 바 있다. 또 이때 연계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완형 보절의 보문 명사와 구분하여 보문 명사Ⅱ로 분류하 다. 김지은(2002)에

서는 이때 연계관형절이 나타내는 것을 사태Ⅰ로, 이후 (보통) 주절에서 나타나는 사태

를 사태Ⅱ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사태Ⅰ과 사태Ⅱ가 상호적으로 ‘원인, 조건, 이유, 목

적, 기준’ 등으로 관련을 맺게 됨을 보이고 있다. 가령 ‘간장 달이는 냄새가 유난히 짜

다’와 같은 문장에서 ‘간장 달이는’은 사태Ⅰ이고 ‘유난히 짜다’는 사태Ⅱ가 되며, 보문 

명사Ⅱ에 해당하는 ‘냄새’는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본

고의 접근과 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본고에서도 비완형 보절을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

기 때문에 사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지은(2002)에서는 보절 

명사Ⅱ와 연계관형절의 관계가 여전히 후자가 전자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리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비가 그친 뒤’, ‘철수가 온 다음’, ‘농사를 짓는 가운데’ 

등의 ‘뒤, 다음, 가운데’ 등은 그 앞의 관형사절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일정한 시간 자체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태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김지은 2002: 173). 이러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오분석도 보

인다. 

   (65) ㄱ. 지금 경기하는 장면이 내일 조간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다. 

236) 이 외에 ‘비완형 보절 + 형식명사 + 이다’의 구조도 있다. 가령 ‘나는 집에 갈 참이었다’나 
‘연우가 집에 올 터이다’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해서는 시정곤·김건희(2011)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이 구조가 갖는 독특한 양태 의미는 형식명사에서 비롯한
다. 같은 맥락에서 Rhee(2011)에서도 화자의 입장이나 태도(stance)를 나타내는 명사화소(형
식명사)에 해 다루고 있다. ‘비완형 보절(사건) + 형식 명사’의 구조에서 ‘형식 명사’가 문
법화 되기 이전의 고유의 어휘적 의미가 있었는데, 문법화가 진행되어 화자와 관련된 표현으
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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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어제 은행을 턴 범죄는 작년부터 계획되었었다. 

ㄷ.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생겼다. 

ㄹ. 이 길에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65)의 예는 김지은(2002: 177-178)에서 모두 동격절, 본고의 용어로 말하자면 완형 

보절로 처리된 예들이다. 곧 의미론적으로 명제 유형이나 사실 유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 로 하자면 (65)의 관형사절은 비완형 보절로서 모두 사건

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비완형 보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굳이 비완형 보절을 내용으

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아무 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65)의 예에서 비완형 보절을 만약 완형 보절로 치환해보면 모두 비문이 되고 만다. 

  박형진(2016: 3)에서는 (66)과 같은 예를 보이며 (66ㄱ)은 ‘몸이 아픈’이 머리 명사 

‘이유’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절임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66ㄴ)의 ‘몸이 아픈’은 관계

절로도 보기 어렵고 명사구 보문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예라고 말하고 있다. 

   (66) ㄱ. [몸이 아픈] 이유로 학교에 결석했다. 

ㄴ. [몸이 아픈] 이유는 며칠 동안 과로를 했기 때문이다. (박형진 2016: 3)

흥미롭게도, (66ㄱ)의 ‘몸이 아픈’은 ‘몸이 아프다는’으로 치환이 가능하지만 (66ㄴ)의 

‘몸이 아픈’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45ㄴ)의 검증법으로 보자면 (66ㄱ)은 완형 보절로 

치환이 가능하므로 (66ㄱ)은 명제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곧 [몸이 

아프다]는 이유의 내용, 명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66ㄴ)은 완형 보절로의 치환이 불가

능하고 비완형 보절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몸이 아픈’은 ‘몸이 아픈 

사건’을 나타낸다. (66ㄴ)은 자연스럽게 ‘몸이 아픈 사건(일)의 이유는’으로 해석이 가능

하다. 그러므로 ‘이유’라는 명사 하나만을 두고 사건성 명사인지, 명제성 명사인지 판가

름하기는 매우 어렵다. 앞선 절에서도 강조해 왔지만 의미 층위를 해석하려면 그 주도

권을 쥐고 있는 상위절의 서술어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간 한국어 문법에서 제3의 관형사절로 분류되고는 했던 것

은 사실, 동명사형에서 유래한 비완형 보절이 관형사절로 변모한 것이고, 이 비완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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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수식을 받는 것은 비완형 보절이 나타내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명사가 병치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비완형 보절의 수식을 받는 자리에 문법화 되어 그 어

휘적 의미가 완전히 탈색된 형식 명사 ‘것’이 올 경우 의미론적 초점은 비완형 보절 그 

자체로 옮겨지게 된다. 가령 ‘단우가 미국에 가는 것’이라는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

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 되고, ‘단우가 미국에 가

는’ 사건 자체에 의미 해석의 방점이 찍힌다는 것이다. 이에 해 문숙 (2017: 49)에

서도 ‘것’의 의미 부담량이 줄어들고 선행하는 관형사절의 사태가 전경화되면서 비롯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형상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7) ㄱ. [[연우가 단우에게 사탕을 준 ] 것(일, 장면, 사건)]   

실질 명사의 갈음으로서의 ‘것’

ㄴ. [연우가 단우에게 사탕을 준] 것]      

형식 명사로서의 ‘것’, 사건의 전경화

ㄷ. [연우가 단우에게 사탕을 주]-ㄴ 것]    

명사화소로서의 ‘-ㄴ 것’ 재구조화             

  이러한 현상은 문법 기술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조건이다. 곧 비완형 보

절의 명사화 구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것’이 ‘사건’이나 ‘일’과 같은 일반 명사로 치환이 

가능하며, 그러므로 이 ‘것’ 앞의 비완형 보절은 사건이나 일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

는 서술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앞서도 설명한 바 ‘보절’이라는 

술어가 어떤 내용을 나타내야 한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비완형 보절의 명

사화 구문의 ‘것’은 해당 절을 명사에 상당하는 기능으로 바꾸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뿐 의미론적으로는 비어 있다. 결국 이때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의 주요한 의미는 

비완형 보절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비완형 

보절은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완형 보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해당 사건과 연

관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형식명사 ‘것’이 결합하면, 

사건 그 자체를 부각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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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완형 보절과 명제(사실, 화행)

  완형 보절과 비완형 보절의 외견상 가장 큰 차이는 종결어미의 유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연우가 학교에 가는 것’과 ‘연우가 학교에 간다는 것’, ‘연

우가 학생인 것’과 ‘연우가 학생이라는 것’의 차이이다. 전자는 ‘것’이 비완형 보절의 수

식을 받고 있고, 후자는 ‘것’이 완형 보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종결어미의 유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

결어미는 문장 유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문장이나 발화가 어떤 화행을 수행하는

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앞서 논의에서 살펴보았지만 Dik(1997a: 215)에 따르면 화행

은 그 존재론적 지위가 4차로서 가장 고차원의 실체이다. 이러한 정황은 위계적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곧 어떤 교착어의 특징을 가진 언어에서 보절이 정형성의 측면에서 종결 

어미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시제, 상, 양태 범주를 나타내는 기능핵도 당연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어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우가 학교에 간다는 것’에서처럼 

종결어미 ‘-다’를 가진 보절이 실현 가능하다면 ‘연우가 학교에 가고 있었겠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상 없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위계적으로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이미 Givón(1990: 854)에서는 시제, 상, 양태가 갖는 정형성의 위계를 다음과 같이 

보인 바 있다. 

   (68) Givón(1990)의 시제, 상, 양태의 정형성 위계

most finite: Tense

   Modality

   Aspect

least finite: Negation

(68)의 Givón(1990)의 논의는 굴절어인 어를 중심으로 하 기 때문에 문장 유형 및 

화행을 결정하는 종결 어미에 해서는 다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Dik(1997a)이나 Hengeveld(1998)를 참조하며 시제나 상, 양태 이상으로 정형적 성격을 

갖는 4차 실체인 화행에 해 제법 이해를 했다. 만약 교착어인 한국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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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ón(1990: 854)의 위계를 수정한다면 시제 위에 화행 층위 어미(speech acts ending)

나 어말 어미(final ending), 문장 유형 어미(sentence type ending)와 같은 이름들로 종

결 어미가 포착되어 놓일 수 있을 것이다.237) 결국 완형 보절과 비완형 보절은 외견적

으로는 종결어미의 유무로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형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화행은 종결 어미를 통해 주로 실현된다. 화행 층위까지 포함하여 명

사화시키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다음과 같이 (50)에서 제시된 바 있다. 

   (50) ㄱ. 창고지기가 나라 재물을 훔쳐 파는 데 공모하자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비  

방지의 흉계인 줄 알면서 그들이 독을 친 음식을 먹고 죽은 화랑 검군(劍君)의 

기질이 살아와야 마땅한 세 가 아닌가. 

ㄴ. “한음아.”  덕만이가 불렀습니다. 덕만이는 요전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은 총각입니다. 한음은 덕만이가 밑 뚫린 독에 물을 담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에서 보는 것처럼 화행을 가리키고 있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냐, -자, -

라’ 등과 같이 종결어미를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의 특

징은 통사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주절로부터 독립성이 굉장히 높은 실체라는 점이다. 

이제 앞서 (61)에서 제시된 Hengeveld(1998: 359)를 상기하도록 하자. 

   (61) Entity Type Hierarchy

zero order > second order > third order > fourth order

dependent verb form      >      independent verb form

(61)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사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형태일수록 고차원의 

실체를 나타낼 수 있다. 앞서 (45ㄱ)에서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명제, 사실, 화

행 등을 의미론적 지시체로 가진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미 이러한 기술은 장경희

237) 문장 유형과 그 종류, 종결 어미 등과 관련한 주제에 관하여는 임동훈(201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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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495-496)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완형 보절은 비완형 보절과는 

다르게 현실 세계의 사태를 지시체로 가지지 않고 발화나 정보를 지시체로 가진다고 말

한 바 있다.  

  완형 보절이 현실 세계의 사태, 곧 사건을 지시체로 가지지 않고, 명제나 사실, 화행

을 그 지시체로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완형 보절이 그 유래를 인용문 형식에 두고 있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Givón(1993b: 3-4)에서는 보절을 취하는 동사를 양태 동사

(modality verbs), 조종 동사(manipulation verbs), 지각-인지-발화 동사

(perception-cognition-utterance verbs)로 나눈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지각-인지-발화 

동사(perception-cognition-utterance verbs)는 주절이 나타내는 사건과 보절이 나타내

는 사건의 통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언급하 다. 

   (69) Givón(1993b)의 보절을 취하는 동사 부류

ㄱ. Modality verbs: want, begin, finish, try

ㄴ. Manipulation verbs: make, tell, order, ask

ㄷ. Perception-Cognition-Utterance verbs: see, know, think, say

   (70) Givón(1993b)의 보절과 주절의 사건 통합도

(69)가 Givón(1993b: 3)에서 언급하는 보절을 취하는 각 동사들의 예이다. 그리고 이들 

동사가 주절의 술어라고 할 때 보절과의 사건 통합도는 (70)과 같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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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ㄱ. 단우가 책 읽는 것을 시작했다. 

ㄴ. 단우가 연우에게 그만 집에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ㄷ. 단우는 연우가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71ㄱ)은 ‘단우가 책을 읽는 사건’과 ‘그 사건을 시작하는 사건’이 거의 하나의 사건으

로 인식된다. 더구나 책을 읽는 사건의 행위주도 단우이고 시작하는 주체도 단우이다. 

(71ㄴ)과 같은 경우에는 ‘연우가 그만 집에 돌아가는 사건’과 ‘단우가 연우에게 무언가

를 요구하는 사건’은 제법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우가 집에 

돌아가는 사건’은 ‘단우의 연우를 향한 요구 사건’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곧 주절의 사

건이 보절의 사건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71ㄷ)에서 보이는 ‘연우가 집에 돌

아간 사건’과 그에 해 ‘단우가 말하는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된다. 곧 

단우가 해당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연우가 집에 돌아간 사건’은 그 사건 그 로 존

재한다. 이러한 사건 통합도에 걸맞게 (71ㄱ,ㄴ)은 비완형 보절의 ‘것’ 절이, (71ㄷ)은 

완형 보절의 ‘것’ 절이 적절하다. 이때 (71ㄷ)의 ‘말하다’와 같은 류의 동사에는 ‘생각하

다, 알다’ 등이 있다.238) 

  Givón(1993b: 3)이 제시하는 지각-인지-발화 동사 가운데에서 사건통합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인지, 곧 사유 동사와 발화 동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완형 보절을 발화

와 사유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곧 어떤 발화와 사유의 상이 되는 실체는 

완전한 정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은 화자(전달자, 인용자)를 통해서 누군가에

게 전달될 수 있다. 이 전달 사건에서 발화와 사유의 상이 되는 실체는 전달 사건에 

통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용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전달자가 그 인용 내용에 개

입할 수 없음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인용문의 범위를 상정할 때에는 발화뿐만 아니라 사유 역시 포함 되어 왔다(이필  

238) 각 동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에 관하여는 Givón(1993b: 3-6)을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Givón(1993b)의 분석에 해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지각-인지-발화 동사는 
사건 통합도가 낮은 것으로 기술되었는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술
하 지만 ‘단우는 연우가 집에 가는 것을 보았다’와 같은 경우 ‘연우가 집에 가는 사건’과 ‘단
우가 이를 목격한 사건’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단우는 연우가 집에 
간다는 것을 말해 버렸다’와 같은 경우 두 사건 사이에 동일 장소, 동일 시간은 전제되지 않
는다. 우선 본고에서 Givón(1993b)의 논의에서 취하는 것은 발화 동사나 사유 동사가 취하는 
보절의 경우 주절의 사건과의 통합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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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7, 안주호 2003: 147, 박재연 2012). 본고에서는 안주호(2003: 147)를 따라 

인용문을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 또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두고 전달하는 문장 형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인용문에서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가 

감지된다는 점은 본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괴리가 인용되는 말이나 글, 생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이고, 이 말은 다시 

내포되는 인용절이 주절의 시제나 양태 등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이 인용문 형식이 보절 형식으로 발달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

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범언어적으로 확인된다. 곧 말하기 동사 ‘say’는 보절자

(complementizer)로 문법화가 되기 쉬운 것이다(이성하 1998: 321-324, Hopper & 

Traugott 1993: 180, Heine & Kuteva 2002: 261-265). Heine & Kuteva(2002: 262)

에서 제시되는 Baka어239)의 예를 보도록 하자.  

   (72) ㄱ. ma      pe      mεὲ      bèlà      kὲ
   1:SG    say     make:IMP  work      DEM

            I say: do this work

ㄴ. ma      à      nyì      pe      ʔé      dɔ.

            1:SG   ASP     know     that     3:SG     come

   I know that he comes

(72ㄱ)에서는 ‘말하다’ 동사인 ‘pe’가 쓰 다. 그런데 (72ㄴ)에서는 ‘말하다’ 동사인 ‘pe’

가 ‘말하다’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가 왔다’를 이끄는 보절자로 기능

한다. 한국어로는 ‘그가 왔다’에 덧붙은 ‘-는 것’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말하다’ 동사가 문법화 되어 인용 표지를 이끈다. 안주호(2003: 148)에 따르면 한국어 

중세한국어의 인용 형식은 다음 세 가지가 있었다. 

   (73) 중세한국어의 인용 형식(안주호 2003)

239) Niger-Congo어로 분류되는 아프리카 한 지역의 언어이다. 추가적 정보는 
‘https://www.ethnologue.com/language/bkc’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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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형식 [Subj. - 인용동사 - [피인용문]]

ㄴ. 2형식 [Subj. - 인용동사 - [피인용문]- (-)]

ㄷ. 3형식 [Subj. - [피인용문] - 인용동사 ]

중세한국어의 인용동사에는 ‘니다, 다’ 등이 있었을 것인데, (73ㄴ)의 피인용문의 

뒤에 쓰인 ‘-’ 역시 ‘말하다’를 나타내는 발화동사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안주

호 2003: 152). 곧 피인용문 뒤에 쓰인 ‘-’의 어원은 ‘말하다’인데 이것이 문법화를 

거쳐 인용 표지로 그 기능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어에서 ‘-하고 말

했다’라는 형식도 어휘적 의미를 따져 보면 ‘-말하고 말했다’가 될 것이지만 ‘-하고’는 

문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일어나지 않는다. 권재일(1998: 76)이 주장한 한

국어 인용표지 ‘-고’의 생성을 정리로 갈음하여 제시한다. 

   (74) 인용표지 ‘-고’의 생성

인용 동사 겹침(고 말다)

> ‘고’의 서술기능 약화 

> ‘고’의 형태 약화(고 > 코 > 고) 

> ‘-고’의 인용표지로 기능 보편화, 문법화 완성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완형 보절과 비완형 보절의 차이를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되었

다. 완형 보절은 인용문 형식에 유래를 둔 것이고, ‘말하다’ 동사를 그 보절자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연우가 집에 간다는 것’의 통시적 구조를 ‘연우가 집에 간다고 하

는 것’으로 보고,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이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말하다’ 동사를 보절자로 가지고 있다”라는 서술에 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안예리(2015: 49)와 박형진(2016: 54)에서는 ‘-다는’에서 ‘-는’의 정체를 

파악하기 앞서 이홍식(1999: 380-387)에서 이루어진 정리를 수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세 가지 견해인데, ‘-는’을 보문자로 보는 견해와 ‘-고 하는’에서 ‘-고 하’가 생략되었

다고 보는 견해, ‘-는’을 속격조사 ‘-ㅅ’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견해가 있다. 임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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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에서는 ‘-다는’의 ‘-는’을 관형사형 어미로 보면 안되는 이유로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될 수 없는 예가 있다는 점과 ‘-는’이 다른 시제를 나타내는 ‘-던’과 

립할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다는’이 ‘-단’으로 되어도 아무런 시제 차이 없이 동

일한 해석을 받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임동훈(1995)에서는 ‘연우가 집에 간닷’이 후에 

‘연우가 집에 간단’이 되고, 관형사형 어미 ‘-는’에 이끌려 ‘연우가 집에 간다는’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다. 안예리(2015)에서도 ‘-다는’과 ‘-단’이 결코 같은 기원이 

아니고, ‘-단’은 ‘-닷’이라는 속격조사의 특이한 쓰임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발달하 음을 

논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임동훈(1995), 안예리(2015)의 결론은 사실상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박형진(2016)에서는 임동훈(1995)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완형 보

절을 관형사절에서 제외하 다. 이는 ‘연우가 집에 간다는’에서의 ‘-는’이 관형사형 어

미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해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겠다. 다만 임동훈(1995)의 완형 보

절이 통시적 변화에 의해 관형사절 어미 ‘-는’에 이끌렸다는 설명을 적극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적으로 ‘-다는’을 관형사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완형 보절에 ‘말하다’ 동사가 숨어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그 유래가 인용문에 있다는 

것에는 전혀 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비완형 보절은 인용문과는 상관이 없는 동명사형에 유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 역시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의 발달 과정을 그 로 거쳤

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절의 (67)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75) ㄱ. [[[연우가 단우에게 사탕을 줬다](-고 하)는] 것(사실, 이야기, 소식)]           

                                                      실질 명사의 갈음으로서의 ‘것’

ㄴ. [연우가 단우에게 사탕을 줬다는] 것]        

                                             형식 명사로서의 ‘것’, 명제, 사실의 전경화

ㄷ. [연우가 단우에게 사탕을 줬다]는 것]

                             명사화소로서의 ‘-다(-냐, -자, -라)는 것’240) 재구조화     

        

240) 본고의 논의에서 ‘-다는 것’은 ‘-다(-냐, -자, -라)는 것’ 역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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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지만 (75)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질 명사로 체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듯이 ‘-다는 것’ 구문에는 

‘것’이 ‘사실’, ‘이야기’ 등과 같은 명사로 체되기 어려운 예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 

예들은 ‘것’이 형식 명사로 그 어휘적 기능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명제, 사실이 전경화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다는 것’ 구문은 실질적 내용을 담

당하는 ‘-다’까지의 부분을 전경화시킨다. 문숙 (2017)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한국

어에서 ‘-다는 것’은 이미 명사화소로 굳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곧 문숙

(2017)에서는 ‘완형 보절 + 것’의 구조를 명사절로 볼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다는 

것’ 구조가 그 동안의 전형적이 명사화소로 취급되었던 ‘-음’, ‘-기’와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그 생산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본고도 이에 해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다

만 본고에서는 이 명사절에 명사화 구문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뿐이다.

  4.3.4. 비완형 보절과 비현실 사건

  임동훈(2009: 57)에 따르면 ‘-을’은 크게 시제로 보는 견해, 양태로 보는 견해, 상으

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다루어졌다. ‘-을’을 시제로 파악한다면 이때의 ‘-을’은 미래 표

지일 것이고, 양태로 파악한다면 추측 표지, 상으로 파악한다면 [-완료성]의 표지 정도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을’과 관련한 논의는 결국 ‘-을’을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관련한 양태로 보는 것과 객관적인 사건과 관련한 양상으로 보는 견해로 압축된다(임동

훈 2009: 61). 본고에서는 ‘-을’이 일어나지 않은 비현실 사건과 결부된 요소로 파악한

다. 그렇기에 ‘-을’이 시제나 양태로 해석되는 것은 부차적인 쓰임으로 파악한다(문숙  

2017: 78).241) 

  우리는 앞서 ‘-ㄴ/-ㄹ’이 동명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 다. 또한 이

는 완형 보절과 비교해 볼 때 정형성(finiteness)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의미론적으로는 

사건 통합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것에 해 다루었다. 또한 2.2.2에서 사건에 한 이론

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하위 범주에 특수 사건과 비현실 사건을 나눈 바가 있었

다. 주지하다시피 명사화에 있어 현실성 위상(reality status, Elliot 2000: 56)의 차이를 

241) 이는 임동훈(2009), 문숙 (2009, 2017)의 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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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는 언어는 상당수 존재한다(문숙  2017: 78 참조). 우리가 익숙한 어만 보더

라도 동명사와 to 부정사의 립이 있는데 곧 동명사는 실현된 사건을, to 부정사는 비

현실 사건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Bolinger 1968: 119-127).242) 

  ‘-ㄴ/-ㄹ’의 립은 상이나 시제보다 더 근원적이다. 이를 기욤(Gustave Guillaume)

의 시간생성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좀 더 살펴보자.243) 목정수(2016: 61-70)에서는 기

욤을 원용하며, 상과 시제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상은 사건시와 

관계된 범주이고 시제는 우주시와 관련된 범주이다. 곧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상은 

시제보다 미시적이고, 내재적이며 사건 그 자체의 질과 관련된다. 곧 어떤 사건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지,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등에 해 드러내는 것이다. 시제는 거시적

이고, 외연적이며, 거 한 시간 축(우주시)에 사건이 어디에 자리잡는가에 해 드러낸

다.

  기욤의 정신역학 이론에서 시간생성은 인간244)이 어떤 사건을 언어화할 때에 해당 

사건의 시간표상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동열 2016: 81). 이때 목정수(2016: 

66, 77)에 따르면 서법은 시간생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 상이며, 상과 시제를 매

개하는 고리이다. 쉬운 파악을 위해서는 정신역학 이론에서의 역행시간과 순행시간을 

이해해야 한다. 역행시간은 말 그 로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불가역적인 시간이

며 그렇기에 객관적인 시간이다. 하지만 순행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에서 적극적으로 앞을 내다본다는 의미가 있다(박동열 2016, 목정수 

2016 참조). 이런 인식으로 보면 ‘-ㄴ’은 이미 지나간 것, 일어난 것에 한 표상이다. 

그러므로 불가역적이고 객관적이다. 하지만 ‘-ㄹ’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한 적극적인 

표상이 된다. 

  프랑스어 논의를 차치하고, 기욤의 이러한 시간생성의 체계를 한국어에 적용하면 다

음과 같다(목정수 2016: 70, 박동열 2016: 83). 

242) Bolinger(1968)에서는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그 유명한 볼린저 가설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가운데의 예가 바로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이다. 

243) 기욤의 저작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 필자의 한계로 기욤의 정신역학 이론을 한국어에 적
용한 박동열(2016), 목정수(2016)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244) 기욤의 논의에서는 ‘정신역학체’이다. 이 정신역학체는 심리작용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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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한국어의 서법 체계

ㄱ. 준명사법 단계: ‘명사형/형용사형(=관형사형)/부사형 어미’

→ {아, 게, 지, 고, 다(가)}, {ㄴ, ㄹ}, {ㅁ, 기}

ㄴ. 접속법 단계: ‘인용·접속법 종결어미’

→ {냐, 다, 자, 라, 려}

ㄷ. 직설법 단계: ‘순수 직설법 종결어미’

→ {냐?, 아, 나?, 지, 게?}

문법적으로는 (76)의 ‘ㄱ→ㄷ’과 같은 과정으로 시간 심상이 형성된다. 직설법은 절 시

제로 나타나지만 접속법은 주절의 시제에 의존한다. 한편 준명사법 단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해 잠재적일 뿐이다(목정수 2016: 79). 본고에서 ‘-ㄴ/-ㄹ’이 상, 시제, 양태

보다 근원적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근원적이라 함은 일단 해당 사

건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 특수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비현실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맥락에 따라 어떤 상적 의미를 보이

는지, 시제 기능을 보이는지에 한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다음을 통해 다시 설명하

겠다.

   (77) ㄱ. 동명사 단계(원초적 단계): 먹은 / 먹을

ㄴ. 접속법 단계: {먹는다고 / 먹냐고 / 먹자고 / 먹으라고} 했어요. 

ㄷ. 직설법 단계: 먹었어? / 먹지 / 먹냐? 

  (77)의 예를 통해 설명하자면 서법은 세 단계에 걸쳐서 나타난다.245) 우리가 흔히 오

해하는 것처럼 양태의 문법적 실현이 서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인구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종속법과 직설법의 차이만도 아니다. 서법은 용언을 활용할 때에 있어 시간과 

결부된 상을 어떻게 표상하는가를 다루는 범주이다(목정수 2016: 65, 77). 서법은 

어로 mood라 하는데 이는 mode와 같은 의미이다. 곧 각 단계에서 정신역학체(화자)가 

245) 이는 현실과 비현실의 립이 서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서
법 가운데 현실과 비현실의 립이 있지만 현실과 비현실의 립이 서법의 전부인 것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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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언을 어떤 mode로 그려내는가를 다루는 것이 서법 범주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체언과 용언의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체언은 공간을 주된 축으로 해석이 이루어지

지만 용언은 시간을 주된 축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용언이 사용될 때

에는 어떻게든지 시간의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같은 말이지만, 정신역학

체(화자)가 이렇게 용언을 문장 내에 드러내려고 할 때 해당 용언이 어느 단계에서 드

러나느냐에 따라 그 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이 시간생성 체계 이론의 요지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법은 문장 유형과도 맞지 않는 범주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신역학의 시간생성에 따르면 서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원초적인 단계로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다. 한국어에서는 ‘-ㄴ/-ㄹ’

의 립이나 ‘-기/-ㅁ’의 립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만 해 주면 

그뿐 시간과 공간에 하여는 무책임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접속법이다. 접속법 

체계에서의 시제는 주절에 기 어 해석된다. 그만큼 시간이 절 적 지위로 나타나지 못

한다는 말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직설법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화자와 청자, 

사건의 절 적인 시공간적 위치가 자리를 잡는다. 결국 본고의 관심인 ‘-ㄴ/-ㄹ’의 

립은 현실과 비현실의 립이고, 이 립은 가장 원초적이다. 

   (78) ㄱ. 단우가 학교에 갈 것

ㄴ. 단우가 학교에 가는 것

ㄷ. 단우가 학교에 간 것

  (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완형보절/완형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ㄴ/-ㄹ’의 립을 

보인다. 다만 ‘-ㄴ’의 앞에는 ‘-느-’와 ‘-더-’의 개입이 가능할 따름이다. (78ㄴ)의 ‘-

느-’가 앞선 ‘-ㄴ’, 곧 ‘-는’은 맥락에 따라 특정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는 특수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은 비현실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전자의 해석을 일

으키는 문장은 ‘단우가 학교에 가는 것이 오늘 따라 오래 걸린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때 ‘단우가 학교에 가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표상한다. 한편 후자의 해석

을 일으키는 문장은 ‘단우가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때 ‘단우

가 학교에 가는 것’은 총칭적 사건이 될 것이다. 한편 ‘단우가 학교에 가는 것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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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요일이다’와 같이 가까운 미래, 정해져 있는 미래의 경우에도 ‘-는’이 사용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의 성격에서 비롯한다. 현재 시제는 

‘해는 서쪽에서 뜬다’나 ‘이번 주 수요일에 학교에 간다’와 같이 총칭성도 나타내고, 가

까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

는 ‘-ㄴ’은 당연히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 한편 ‘-ㄹ’은 총칭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현실 사건을 담당하여 표상한다.246)  이 비현실 사건에는 예정, 미발

생, 가능성, 의지, 추측(문숙  2009) 등이 다 포함될 것이다.

  잠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79) ㄱ. -ㄹ 것: 비현실 사건(예정, 미발생, 가능성, 의지, 추측 등)

ㄴ. -는 것1: 비현실 사건(총칭 사건)

ㄷ. -는 것2: 특수 사건(진행 중)

ㄹ. -ㄴ 것: 특수 사건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루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해 말할 때, 특별히 용언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시간 요소를 결부시킬 

수밖에 없다.247) 이때 특수 사건인지, 비현실사건인지는 원초적인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런 후에 해당 사건의 상적 특성을 결정하고, 그 후에야 해당 사건의 시간 축에서의 

위치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ㄴ/-ㄹ’은 상 요소도 아니며 시제 요소

도 아니다. 양태 요소는 더욱이 아닐 것이다. 특별히 ‘-ㄹ’이 비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양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큰 그림으로 문법을 볼 때에 그다지 

정연하지 못한 체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ㄴ/-ㄹ’은 특수 사건과 비현실 사건의 

립이며, 이를 서법의 한 하위 범주로 포착해도 무방하다. 

246) ‘-ㄹ’을 취하고 현실 사건을 나타내는 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ㄹ’은 
‘비현실 사건을 담당하여 표상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 정도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247) 이는 ‘2 더하기 2는 4이다’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불변의 진리라고 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 시간의 흐름에 구속되
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시간 요소가 결부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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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요약

  본 장에서는 명사어가 의미 층위를 가리킬 수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명사어

에는 용적 명사, X-성 명사, 명사화 구문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4.1, 4.2, 4.3에

서는 차례 로 말뭉치에서 찾은 예를 통해 각각의 명사어가 각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것을 보 다. 하지만 논의한 것처럼 용어는 같은 문맥 안에서도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명제로 해석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X-성 명사 역시 의미 층위 X의 성

격이 강한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따라 X가 아닌 다른 의미 층위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을 보 다. 이에 따라 명사어들이 의미 층위를 가리키기는 하나, 그 해석에 있

어서는 서술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 다. 이에 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한편 본 장에서는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과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의 의미론적 

속성에 하여 논의하 다. 본고에서는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주로 사건을 나타

내고,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명제, 사실, 화행 등을 가리킨다고 파악하 다. 이는 

두 구문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인데 비완형 보절은 동명사형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완

형 보절은 인용 구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두 구문은 정형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완형 보절은 종결어미 ‘-다, -냐, -자, -라’ 등의 결합이 가능

하다. 이 정형성의 차이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사건 통합이라

는 개념을 원용했다. 곧 모문의 사건과 내포절의 사건이 동시간적, 동공간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다. 비완형 보절은 모문의 사건과 내포절의 사건이 동시간적, 동공간적

으로 해석되어야만 했다. 이를 사건 통합도가 높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완형 보

절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비현실 사건에 해 보충하 다. 이를 위해 기욤의 정신역학 이론의 시간 

생성에 한 논의를 원용하 다. 용언은 반드시 시간의 문제가 결부된다. 그러므로 해당 

용언을 발화하려고 하는 정신역학체는 각 단계에 맞춰 적절한 시간 상을 생성시켜야 

한다.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서 정신역학체는 해당 사건이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를 

드러낸다. 이것이 ‘-ㄴ’과 ‘-ㄹ’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ㄹ 것’으로 나타나는 비완형 보

절의 명사화 구문은 사건은 사건이되 비현실 사건을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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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미 층위의 해석과 서술어

 5.1. 유형 강제(type coercion)와 X-성 서술어

  의미 층위들은 문장을 구성한다. 이에 해서는 2.2에서 살펴본 바이다. 문장이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문장 내에 각 의미 층위들을 향한 요소들이 

계층적으로 쌓여 있다. 한편 이 의미 층위들은 명사어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칭된다. 

우리는 4.1에서는 용어가, 4.2에서는 X-성 명사들이, 4.3에서는 명사화 구문이 각 의

미 층위를 가리키는 것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 명사어가 어떤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지는 서술어를 통해 보장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미 논의한 내용이지만, 간략

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ㄱ. 그건 연우가 집을 막 떠난 후에 일어났다. 

ㄴ. 단우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 버린 일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ㄷ. 빨리 집에 가자는 걸 무시하고 눌러 앉았다.

(1ㄱ)의 ‘그것’은 사건을 가리킨다. 이는 ‘일어났다’라는 서술어를 통해 알 수 있다. ‘일

어날 수 있는 실체’는 사건에 국한되기 때문이다.248) 그도 그럴 것이 ‘연우가 집을 막 

떠난 후에’라는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절은 ‘그것’의 해석을 더더욱 사건으로 국

한되게 한다. (1ㄴ)의 ‘일’은 4.2.1에서 사건성 명사로 분류된 바 있다. 더군다나 (1ㄴ)

의 ‘일’은 본고에서 사건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던 비완형 보절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ㄴ)의 ‘일’은 명제를 가리키는 명제성 명사로 해석된다. (1

ㄴ)의 서술어는 보는 바와 같이 ‘믿지 않았다’인데 ‘믿고 안 믿고’의 상은 사건이 아

니라 추상적인 명제이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명제를 나타낸다는 것은 본고에서 제시된 

완형 보절로의 치환을 통한 검증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곧 (1ㄴ)은 ‘단우가 그렇게 집

248) 가령 ‘지우개가 일어났다, 발생했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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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돌아가 버린 일’을 ‘단우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 버렸다는 일’로 치환해도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249) (1ㄷ)의 ‘빨리 집에 가자는 것’이라는 명사화 구문은 화행을 가리킨다. 

특별히 완형 보절, 곧 ‘-자’라는 종결어미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

기에서 ‘것’에 갈음될 수 있는 명사를 굳이 찾아보자면, ‘재촉, 청유’ 등이 될 것인데 모

두 화행과 관련이 된다. 무엇보다 ‘무시하다’라는 서술어는 발화 수반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우

리는 어떤 서술어가 의미론적으로 어떤 유형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고 있다. 가령 다음을 보자. 

   (2) ㄱ. *단우는 창문을 먹었다. 

ㄴ. *연우는 의자를 열었다. 

(2ㄱ)은 통사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먹다’는 이항술어이며, 이에 맞게 주어와 목

적어가 적절한 격을 통해 실현되었다. 하지만 (2ㄱ)은 의미론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먹다’는 그 논항으로 [먹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 지식적으로 ‘창문’은 당연히 

249) 차준경(2008)에서는 ‘일’과 같은 사건 명사가 정해져 있고, 이 사건 명사가 완형 보절을 취
했을 경우 명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형이 전환된다고 설명하 다. 곧 ‘단우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 버린 일’이 ‘단우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 버렸다는 일’이 되면 더 이상 사건 유형이 아
니라 명제 유형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차준경(2008: 406)에
서는 어떤 심사위원이 해당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은 상위절의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 설정된
다고 지적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익명의 심사위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완형 보절의 전제는 참과 거짓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
지만 비완형 보절은 전제가 참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차준경 2008: 409). 이 역시 본
고에서는 서술어를 통해서 보장 받는 것으로 본다. 가령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나는 
못내 아쉽다’와 같은 문장을 보면, ‘-다는’ 보절, 곧 완형 보절이 쓰 고, ‘연우가 집에 돌아
왔음’을 강하게 전제하고 있다. 이는 ‘아쉽다’와 같은 감정 동사류의 특징이기도 하다. 보절이 
완형인지 비완형인지에 따라 사실인지, 명제인지를 가리려고 하는 차준경(2008)의 논의는 여
러모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차준경(2008: 417)에서는 화행을 사건의 하위 범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보도, 질문, 주장, 제안, 약속’ 등이 본래는 사건 명사이지만 
완형 보절을 취하여 명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껏 논의
하다시피 화행은 가장 고차원적인 실체이며, 발화 수반 행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
격도, 그리고 화행에는 반드시 내용(명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둘 가운데 무엇으로 해석될지는 결국 서술어에 의해 판가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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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2ㄱ)은 의미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2ㄴ) 역시 마찬가지이

다. ‘열다’는 그 논항으로 ‘닫혀 있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의자’는 닫혀 있는 부분이

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250) 그러므로 (2ㄴ) 역시 의미론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서술어는 논항을 가려서 취한다.251) 본고의 논의에 잇 면, 어떤 서술어는 논

항으로 사건이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서술어는 명제를, 어떤 

서술어는 사실을, 어떤 서술어는 화행이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그것이다. 

   (3) ㄱ. 소설 읽기를 시작했다. 

ㄴ. 단우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 

ㄷ. 단우가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3ㄱ)의 서술어 ‘시작하다’는 ‘지속하다, 끝내다, 계속하다’ 등과 함께 ‘상 동사’로 분류

가 되고는 한다(임서현 2004, 김윤신 2012 참조). ‘시작하다’를 비롯한 이러한 상 동사

는 그 논항으로 사건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3ㄱ)은 ‘소설을 읽는다는 것’

이라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으로 치환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사건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3ㄴ)의 서

술어 ‘믿다’는 명제를 논항으로 취한다. 그러므로 ‘단우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명제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3ㄷ)의 서술어 ‘슬프다’는 사실 층위를 논항으로 취한다. 곧 ‘단

우가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것은 해당 내용을 슬프다고 평가하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확정된 명제인 것이다.  

  이렇게 서술어가 특정 의미 층위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3)에서 서술어는 그 로 둔 채 상역에 의미론적으로 1차 실체인 개체 유

250) 조립식 의자의 경우 나사를 풀어 해체할 때,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기는 하다. 
혹은 한국어의 특성상,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의자를 꺼낼 때, ‘야, 아까 사 온 의자 좀 열어봐’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1) Jackendoff(2002: 132)에서는 논항 구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휘 역은 동사라고 
하면서, 가령 ‘devour(게걸스럽게 먹다’와 같은 경우 ‘마구 먹히는 어떤 것’과 ‘그것을 마구 
먹는 누구’가 논항으로 요구된다고 기술한다. 이때 ‘devour’는 이 두 논항을 인허(lisenses)한
다(혹은 ‘요구한다(requires)’, 더 단순하게는 ‘취한다(takes)’고 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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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individual type)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4) ㄱ. 냉면을 시작했다. 

ㄴ. 김 과장을 믿고 있다. 

ㄷ. 그 소설이 참 슬프다. 

(4ㄱ)의 ‘냉면’은 1차 실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상물이다. 그런데 ‘시작하다’라는 서

술어를 만나면 이 ‘냉면’은 더 이상 1차 실체로 해석될 수 없다. ‘시작하다’라는 동사가 

논항이 사건이기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ㄱ)의 ‘냉면’은 ‘냉면을 먹는 

것’이나 ‘냉면을 파는 것’과 같이 사건 유형으로 변환되어 해석된다. (4ㄴ)의 ‘김 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 과장’은 어떤 세상에(실제 세계이건 가능 세계이건) 존재하는 

어떤 인물이다. 그런데 ‘믿다’라는 술어를 만나면 ‘김 과장으로부터 비롯된 내용, 명제’ 

등으로 해석이 변환된다(Pustejovsky 1995: 122). (4ㄷ) 역시 ‘그 소설’은 [tome]을 의

미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text], [content]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곧 명제나 사실

과 같은 추상적 실체로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다.252) 

  이러한 의미 해석의 기제는 유형 강제(type coercion)이다(Pustejovsky 1995: §7). 

Pustejovsky(1995)에 따르면 유형 강제는 다음과 같다. 

   (5) 유형 강제: 어떤 논항을, 해당 논항을 취하는 함수가 요구하는 유형으로 전환시키는 

의미적 조작. 이러한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형 오류가 일어난다.253) 

252) 사실 이에는 해당 어휘의 의미 구조를 상정해야 하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 본고에
서는 이에 해 다루지 않는다. 의미 구조는 생성어휘론에서 어떤 어휘가 갖는 정보들의 총
체를 표상할 때 사용하는 이론적 수단이다.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휘가 주어졌다고 치
자. 우리는 이 어휘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가령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종이로 되어 있고, 누군가 그 내용을 썼을 것이고 등에 관해서 말이다. 동사 ‘먹다’
라고 한다면 이 먹는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는 살아 있는 것이고, 먹는 행위가 있다면 먹히는 

상도 있을 것이다. 또한 먹는 과정이 두드러지는 해석도 할 수 있고, 먹는 행위를 완료한 
것을 강조하는 해석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휘의 의미 구조는 해당 어휘가 
갖는 사건 구조, 논항 구조, 특질 구조 등을 나열해 놓는 것이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Pustejovsky(1995)에 자세히 베풀어져 있다. 한편, 이 어휘 구조와 유형 강제를 연결하여 논
의한 것으로는 임서현·이정민(2004), 김윤신(2012) 등이 있다. 

25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YPE COERCION: a semantic operation that converts an argument to the typ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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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tejovsky 1995: 111)

다시 말하면, 어떤 서술어가 주도하는 의미 틀이 있다고 할 때, 이 틀에 들어가는 어휘

들은 해당 틀이 요구하는 의미 유형으로 바뀌어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명사어가 어떤 의미 유형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해당 명사어를 취하는 서술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앞서 이미 김

태인(2016: 65-66)의 예문과 Hengeveld(1990a: 108)의 예문을 본 바 있다. 김태인

(2016: 65-66)의 예문을 (6)에, Hengeveld(1990a: 108)의 예문을 (7)에 다시 한 번 아

래에 제시한다. 

   (6) ㄱ.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아니! 어디에서?

   ㄴ.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뭐? 확실한 거야?

   ㄷ.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오, 그것 참 다행이네.

   ㄹ.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그거,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7) ㄱ. A: Come here, please! 

    B: Is that an order? 

ㄴ. A: He’s a liar 

is expected by a function, where it would otherwise result in a 
type error. (Pustejovsky 1995: 111)

   
   한편, 유형 강제 이론은 본래 형식의미론을 추구하는 일련의 학자들이 등위 구조에서 합성성

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 고안한 의미 해석 기제이다. Pustejovsky(1995: 106)에서는 ‘John 
and every woman arrived’라는 예문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고유 명사인 John은 <e> 유형
이고, every woman은 <<e, t>, t> 유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합성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John의 의미 유형을 every woman과 동일한 <<e, t>, t> 
유형으로 강제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유형 강제 이론의 연구사에 한 설명은 
Pustejovsky(1995: §7)를 참조하면 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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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at’s not true! 

ㄷ. A: John won’t come 

    B: That’s a pity 

ㄹ. A: Yesterday I saw a boy with a scar on his face 

    B: That must have been my brother! 

(6)에서 A화자는 동일하게 “단우가 떡을 먹었어!”라는 발화를 했지만 B화자는 이를 동

일한 의미 층위로 취하지 않았다. 이는 B화자의 발화에 나오는 서술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가령 (6ㄱ)은 B화자가 장소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단우가 떡을 먹었어!’의 발

화를 사건으로 취한 것이다. (6ㄴ)은 확실성을 따진다. 그러므로 명제이다. (6ㄷ)은 ‘단

우가 떡을 먹었다는 정보’를 이미 참으로 가정하고 이에 해 평가한다. 그러므로 사실

이다. (6ㄹ)은 B화자가 해당 발화에 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그

러므로 화행이다. (7)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7)의 경우에는 ‘that’이 앞

선 발화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의미 층위가 동일하지 않다. (7ㄱ)에서는 화행, (7ㄴ)에

서는 명제, (7ㄷ)에서는 사실, (7ㄹ)에서는 1차 실체인 개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감지하 겠지만, ‘that’을 취하는 서술어로 말미암는다.254)

  이러한 사건, 명제, 사실 층위의 중의성과 이에 한 해소, 서술어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본고와 같이 의미 층위를 다룬 논의에서는 빠짐없이 주목한 바이다(Asher 1993, 

Zucchi 1993, Peterson 1997). 이들 논의는 모두 Vendler(1967)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결국 해당 의미 층위를 취하는 서술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Vendler(1967: 125)에서는 이러한 서술어를 특별히 컨테이

너(container)라고 부르고 있다.255) 곧 해당 컨테이너에 적당한 논항이 담겨야 하는 것

이다. Zucchi(1993: 176)는 Vendler(1967)의 논의에 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54) 문숙 (2017)에서도 본고와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문숙 (2017: 67)에 따르면 절의 
종류는 후행 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며 가령 지시체를 하위 범주화는 동사
가 후행하면 내핵관계절로 해석이 되고, 보절 동사가 오면 명사절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범모(2000: 210)에서도 사실 층위를 명제 층위의 하위 유형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술어와 결합에서 선택 제한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층위를 
취하는 서술어와, 명제 층위를 취하는 서술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255) 이를 ‘그릇’이나 ‘용기’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지만 원어의 느낌을 그 로 살리기 위해서 
외래어를 그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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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술어들이 의미 선택 자질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어떤 서술어는 사건 실체는 취하지만 명제 실체는 취하지 않는다.256) 

결국 어떤 논항이 어떤 존재론적 실체로 해석될지는 서술어가 어떤 존재론적 실체를 요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을 것이

다. 하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존재론적 실체에 부합하는 논항이 포화되어 있고, 자연스

럽게 해석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존재론적 실체에 부합하는 논

항이 오지 않아 문장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마지막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존재론적 실체에 부합하는 논항이 오지 않았지만, 해당 존재론적 실체에 맞도록 유형 

강제가 일어나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제 몇 가지 유형 강제의 예를 다음과 같이 말뭉치에서 찾아 보이도록 하겠다. 

   (9) A: 이쁜데요. 진짜. 얼만큼 걸리셨어요, 그거는?  

B: 이거는 한 3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흘렀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가지구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쉬

웠어요.  

A: 그러니까 평소에 수를 좀 놓아 보셨어요?  

(9)의 두 화자는 자수에 관한 화를 나누고 있다. A는 B가 만든 어떤 자수 작품을 두

고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묻는다. 이에 해 B는 ‘이것’이 3일 정도 걸렸

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것’과 ‘이것’은 A와 B의 눈앞에 있는 1차 실체로, 개체 

유형이다. 그런데 ‘걸리다’라는 서술어는 그 논항으로 사건을 취한다. 어떤 사건이 진행

되고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을 문제 삼는 서술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 유형인 자수 

작품은 ‘자수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건 유형으로 변환되어 해석이 되어야 한다. 

   (10) 어쩌면 그때부터 나에게 신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는 버릇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어

256)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edicates may differ in their semantic selection properties: some 
predicates select for event-like entities, but not for proposition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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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진은 소름이 끼쳤고, 어떤 사진은 슬펐고, 어떤 사진은 무서웠다. 그 리 고 

그 사진들은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불러일으켰다. 

(10)의 화자는 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를 사진에서 찾고 있다. 어떤 사진은 소름이 끼치

고, 어떤 사진은 슬프고 어떤 사진은 무섭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런데 사진은 이 세

상에 존재하는 1차 실체, 개체 유형이다. 이 화자에게 소름이 끼치고, 슬프고, 무서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사진이 전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감정 형용사로 이루어진 위의 서술어는 논항으로 

사실 유형이 오기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진을 개체 유형이 아닌 사실 유형으로 

전환시킨다. 만약에 ‘사진을 찢었다’와 같이 ‘찢다’라는 서술어가 온다면 이때의 ‘사진’은 

물리적 실체인 개체 유형으로 해석이 될 것이다. 

  한편 명제성 명사257)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 계획 등도 서술어에 따라 사건 

해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앞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한 번 제시해 본다. 

   (11) ㄱ. 고  왜인들의 외 전쟁 기록은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로써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시

와 원인이 규명되었다.

ㄴ. 연산군이 훈구파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 임사홍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

다. 그에게는 연산군의 감정을 부채질하여 훈구파는 물론 사림파까지도 소탕하

려는 계획이 있었다. 

(11ㄱ, ㄴ)의 ‘이야기’와 ‘계획’은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의 계

획인지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곧 이 두 명사는 명제성 명사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때에 따라 이 명사들을 취하는 상위절의 술어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11ㄱ)과 같은 경우는 ‘발생하다’이다. ‘발생하다’는 그 논항으로 사건이 올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11ㄱ)의 ‘이야기’는 발화 사건으로 해석이 된다. (11ㄴ)에서도 

‘계획’을 취하는 상위절의 술어는 ‘있다’인데, 이 ‘있다’ 역시 그 논항으로 사건을 취한

257) 앞서 정리하 지만, 내용, 명제를 나타내는 완형 보절을 취하는 경향이 강한 명사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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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8) 앞서도 설명하 지만 여기서의 ‘계획’은 발화 사건이 아닌 ‘사유 사건’으로 해석

이 된다. 앞선 절에서 완형 보절의 기원이 인용문에 닿아 있고, 이 인용이라는 것이 발

화와 생각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완형 보절을 취하는 강한 경향성이 있는 

이러한 명제성 명사, 사실성 명사, 화행성 명사 등은 사건으로 해석될 때, 발화 사건이

나 사유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2) 그러면서 멀리 산을 가리키면서 저 멀리 저 산 속에 사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그게 봄이었겠죠. 마루에서 저를 안고 계셨으니, 지금은 헐린 낙랑못

가에 있던 정자 는지도 몰라요. 여름인지도 모르겠군요. 

같은 맥락으로, (12)의 예 역시 흥미롭다. (12)에서는 용어 ‘그것’은 화자의 아버지가 

화자에게 한 발화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곧 여기에서 ‘그것’은 화자의 아버지가 화자

에게 ‘저 멀리 저 산 속에 사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라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

데 이것이 ‘봄이었다’라는 서술어를 만남으로써 ‘그것’은 사건 유형으로 해석 받기를 강

요받는다. 곧 해당 발화 사건이 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본 절의 마지막 논의로서 X-성 서술어를 설정하면서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

문’이 사실 층위로 해석되는 것에 해 논의해 보자. Peterson(1997: 6-11)에서는 그 

논항으로 사건을 취하는 서술어 류를 ‘Eventives’로, 명제를 취하는 서술어 류를 

‘Propositionals’로, 사실을 취하는 서술어 류를 ‘Factives’로 분류하고 있다. 

Peterson(1997: 8)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낸 동기는 Kiparsky ＆ 

Kiparsky(1971)에서 비롯한다. ‘Factives’라는 용어는 Kiparsky ＆ Kiparsky(1971)에서 

일군의 서술어가 보충어 자리에 that 절이나 동명사와 쓰이는 fact를 취할 수 있고, 일

군의 서술어는 그렇지 못함에 착안하여 붙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본

고의 사실 층위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를 factive로, 명제 층위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를 non-factive로 명명하고 있다(Kiparsky ＆ Kiparsky 1971). Kiparsky ＆ 

258) 이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와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연우가 오늘 간다는 거 있죠’라
는 발화가 있다고 한다면, ‘-다는 거’는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라서 명제나 사실, 화행 
층위를 가리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있다’라는 술어를 만나, 최종적으로는 연우가 해당 발화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곧 발화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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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rsky(1971)의 용어에 착안해 Peterson(1997: 6-11)이 용어를 추가하여 만든 것처

럼 우리도 이제까지의 논의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ㄱ. 사건성 서술어: 해당 서술어를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가 취하는 논항으로 사

건에 속하는 것이 올 것을 요구하는 서술어.

ㄴ. 명제성 서술어: 해당 서술어를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가 취하는 논항으로 명

제에 속하는 것이 올 것을 요구하는 서술어.

ㄷ. 사실성 서술어: 해당 서술어를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가 취하는 논항으로 사

실에 속하는 것이 올 것을 요구하는 서술어.

ㄹ. 화행성 서술어: 해당 서술어를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가 취하는 논항으로 화

행에 속하는 것이 올 것을 요구하는 서술어. 

  (13)은 4.2.1의 (27)에서 X-성 명사를 설정한 것과 동궤에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다시 제시해 본다. 

   (14) ㄱ. 사건성 명사: 사건, 공격, 공부, 노래, 식사, 연구, 연주, 전쟁

ㄴ. 명제성 명사: 명제, 말, 소문, 소식, 이야기, 주장

ㄷ. 사실성 명사: 사실

ㄹ. 화행성 명사: 권유, 금지, 명령, 압박, 약속, 요구, 요청, 질문, 청유

앞서 (14)의 X-성 명사들은 의미 층위 X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해석은 

서술어를 통해 보장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13)은 그 서술어들을 설정해 본 것

이라 하겠다. 곧 ‘X-성 술어’는 그 논항으로 의미 층위 ‘X’가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술어라고 할 수 있다.259) 

259) 본고에서는 이들 서술어에 한 구체적인 목록 제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다만 다음 절에서 
표적인 예들은 거론된다). 사건성 술어에 한 논의는 Vendler(1967: §5)를 반드시 참조해

야 한다. 명제성 술어와 사실성 술어에 해서는 기존에 ‘보문 동사’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논
의가 되었다. 정주리(1994)와 방성원(2001)을 참조하라. 보문 동사 가운데 보문이 사실 이라
는 전제를 강하게 유발시키는 동사를 사실성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성 동사에 관
하여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 Kiparsky ＆ Kiparsky(1971)를 가장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또한 화용론에서는 전제 유발자의 일부로 다루어지기도 하 다. 이에 해서는 Huang(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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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son(1997: 95)에서는 ‘Eventives’, ‘Propositionals’, ‘Factives’가 취하는 논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5) ‘Eventives’, ‘Propositionals’, ‘Factives’가 취하는 논항의 특징(Peterson 1997)

PRESUPP CLAUSAL INDQUES

Factives + + +

Propositionals - + -

Eventives + - -

                                                                               

  본고의 식 로 한다면 CLAUSAL은 논항이 완형 보절로 나타나는가의 여부이다. 본

고의 관찰과 동일하게 Propositionals과 Factives는 완형 보절의 형태로 나타나는 논항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Eventitives는 완형 보절을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INDQUES는 

‘wh-’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으로 치환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이에 해 본고는 다루

지 않는다. PRESUPP는 전제를 유발하는가이다. 이를 보자면 Eventives와 Factives는 그 

취하는 논항이 나타내는 명제가 사실로 확정되어있다는 전제를 강하게 갖는다. 

  바로 이 점이 사건과 사실이 통용되는 점이기도 하면서, 문법, 의미 기술에 있어 혼

란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

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 층위는 존재론적으로는 추상적이기는 하

지만, 어떤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

는 것이다.260) 이런 점에서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기본적으로는 사건을 나타내

지만 맥락이 주어지면(사실 층위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를 만나면) 사실 유형으로 

존재론적 지위가 상승되어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건인지, 사실인지는 서술어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을 참조하면 좋다. 화행성 동사는 그간 보문 동사의 명목 아래에 함께 다루어져 왔다. 이를 
본고에서는 굳이 구별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통사·의미론적으로 유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260) 이에 한 논의는 Peterson(1997: §6)이 참조가 될 것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실이나 
명제나 모두 의미론적으로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Peterson(1997: §6)이 강조하는 
바, 그렇다고 이것들이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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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설명 방식은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사실로 해석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16) ㄱ.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짐작컨  블라디보스똑 앞바다

에 있는 루스끼(Russkii) 섬과 그 일 가 아닌가 여겨진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

만 조 때에 이곳까지 정탐하 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

다.

ㄴ. 그것은 아마도 반 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광포한 인간’으로 매도된 사람의 입에

서 이처럼 우미한 표현이 등장한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와 행위 양식의 원천을 ‘야수’와 ‘야수의 극’에 있는 ‘그 무엇’으로 

파악한 지혜가 가슴 서늘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리라.

(16ㄱ)은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사용되었다. 본고의 논의 로 하자면 이는 사건

을 가리켜야 한다. 하지만 ‘다행이다’라는 서술어는 그 논항으로 사실이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어떤 정보가 참이라는 전제 하에 화자가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유형으로 해석되기를 강요받는다. 

이를 방증하듯 (16ㄱ)의 명사화 구문은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치환해도 전혀 문

제가 없다. (16ㄴ)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우미한 표현이 등장한 사실’은 비완형 보절

이 사실성 명사인 ‘사실’을 수식하는 구조이다. 이를 상위절의 서술어인 ‘놀랍다’가 취하

면서 해당 절이 사실로 해석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16ㄴ) 역시 ‘이처럼 우미한 표현

이 등장했다는 사실’로 치환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어지는 절에서는 사건과 사실의 중의적 해석을 비롯하여 사건과 명제의 중의

적 해석, 명제와 사실의 중의적 해석, 화행의 중의적 해석 등을 각 X-성 서술어를 중

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5.2. 서술어와 의미 층위 해석의 다양성

  앞선 절에서는 명사어의 의미 층위를 해석하는 데에는 서술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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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서술어 자체가 복수의 의미 층위를 취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조

금 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면, 본고의 서론에 나온 ‘단우의 전화를 무시하다’와 같은 표

현이 바로 그것이다. ‘무시하다’는 어떤 사건을 현장에서 무시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

고,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한 명제(내용)를 무시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단우의 전화 사건으로 말미암은 지금의 전화 벨 울림’을 무시하는 것과, ‘단우가 전화

한 사실,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서술어는 복수의 의미 층위를 취할 수가 있다. 이제는 그러한 서술어들을 몇 가지 

살펴볼 것이다. 

  5.2.1. 사건성 서술어와 사건/명제/사실 해석

  사건성 술어는 사건의 특징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Vendler(1967: 138)와 

Peterson(1997: 69, 92)에서 제시하는 사건성 술어(Vendler의 용어로는 ‘컨테이너’)를 

전자는 (17)에, 후자는 (18)에 제시해 본다. 

   (17) ㄱ. 사건을 목적어로 취하는 서술어: see, watch, hear, feel, observe

ㄴ. 사건을 주어로 취하는 서술어: occur, take place, begin, last, end

   (18) ㄱ. 사건을 목적어로 취하는 서술어: watch, hear, follow, observe, cause, delay

ㄴ. 사건을 주어로 취하는 서술어: occur, take place, begin, last, end, happen, 

sudden, gradual, violent, prolonged, cause, a cause of, an occurrence, a 

happening, noisy, quick, slow, gradual, prolonged

이상의 논의를 한국어에 적용하면 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될 것이다. 

   (19) 사건성 술어

ㄱ. 사건 층위를 목적어로 취하는 서술어: 보다, 듣다, 느끼다, 관찰하다, 미루다

ㄴ. 사건 층위를 주어로 취하는 서술어: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작하다, 지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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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다, -게 하다(사역), 느리다, 잔인하다, 시끄럽다, 빠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건의 주요한 존재론적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다는 점

(spatio-temporal)과 세계에서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causal 

efficacy)이다(Asher 1993: 58). 따라서 (19)의 사건성 술어는 결국 시간과 공간에 관련

된 서술어, 사건의 진행 방식과 관련된 서술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서

술어가 될 것이다. 가령 ‘시작하다, 지속하다, 끝나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

건이 시간을 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느리다, 잔인하다, 시끄럽다, 빠르다’ 등은 어

떤 사건이 어떠한 방식(manner)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전달한다. 또한 ‘-게 하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서술한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

된 공간이라는 자질은 직접 지각, 목격과 연관이 된다. 가령 (19ㄱ)의 서술어들은 증거

성(evidentiality)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화자 혹은 주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직접 지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다’ 동사와 

‘듣다’, ‘느끼다’ 동사는 주로 사건을 취하는 동사가 된다. 

  그런데 ‘보다’, ‘듣다’, ‘느끼다’는 명제를 논항으로 취할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비교해 보자. 

   (20) ㄱ. 연우가 집에 오는 걸 봤다. 

ㄴ. 오늘은 연우가 집에 왔나 보다. 

   (21) ㄱ. 단우는 잠결에도 연우가 집에 오는 걸 들었다.

ㄴ. 단우는 연우가 집에 왔다는 것을 들었다. 

   (22) ㄱ. 단우는 연우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ㄴ. 단우는 연우가 돈이 없다는 것을 순간 느꼈다. 

(20∼22)에서 ㄱ의 예문은 모두 ‘보다, 듣다, 느끼다’ 동사가 사건 층위를 논항으로 취

한 예이다. 앞서 논의한 Givón(1993b: 1-27)의 사건 통합에 의거하면 (20ㄱ)은 ‘화자

가 보는 사건’과 ‘연우가 오는 사건’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해야 한다. 하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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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은 그렇지 않다. ‘화자가 판단하는 사건’과 ‘연우가 집에 온 사건’은 같은 시간과 공

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공간으로 해석되어야 자연스럽다. 

특히 여기에서의 ‘보다’는 물리적인 의미의 [보다]가 아닌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을 나타

내는 문법화된 의미의 [보다]이다. 이러한 중의성은 어의 예에서도 보인다. 

   (23) ㄱ. John saw that Mary arrived.

ㄴ. John saw the arrival of Mary.

ㄷ. John saw Mary arrive. 

(23)은 Zucchi(1993: 73, 132)의 예이다.261) 어도 동일하게 (23ㄱ)의 see는 명제를 

취하는 동사로 해석되며, 이때 see의 의미는 ‘정황을 통해 미루어 판단하다’ 정도가 된

다. 한편 (23ㄴ)과 (23ㄷ)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메리의 도착 사건’을 존이 목격한 

것이다. 

  (21)의 예 역시 ‘듣다’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물리적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21ㄱ)은 전자의 해석인데, 그러므로 

‘연우가 집에 오는 사건’과 ‘단우가 연우가 집에 오는 사건으로 말미암은 어떤 소리를 

들은 사건’은 동일 시간과 장소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한편 (21ㄴ)은 그렇지 않다. 말 

그 로 ‘연우가 집에 왔다는 내용’을 제삼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다. 이는 ‘연우가 집에 

온 사건’이 초래하는 그 어떤 물리적 소리와도 관계가 없다. (22) 역시 동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어가 명제로 해석될 경우, 해당 명제는 참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곧 화

자에게 해당 명제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정보인 것이다. 가

령 (20ㄴ)과 같은 경우 ‘연우가 집에 안 왔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21ㄴ)의 경우에

는 ‘연우가 집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2ㄴ)의 경우, 연우가 돈이 없다고 

단우는 느꼈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건 해석과 사실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서술어가 있다. 앞서 사건의 

261) 사실 우리는 앞서 Givón(1993b: 14)의 예도 (57)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의 예를 
(58)과 (59)를 통해서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확인을 한다면 본 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24 -

특징 가운데 사건이 세계에서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범모(2000)에서 ‘-케/토록 하다’를 붙여 술어 명사를 검증한 

것도 같은 맥락임을 앞서 설명하 다. 현실에 두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A사건은 B사건

의 물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령 ‘단우가 탁자 위의 물병을 건드린 사건’이 원인이 

되어 ‘물병이 탁자에서 떨어져 깨진 사건’이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우가 탁

자 위의 물병을 건드린 것이 물병을 떨어뜨려 깨지게 했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다. 곧 원인인 A사건이 주어로 나타나 ‘-게 하다’ 구문을 취하는 것이다. ‘-게 하다’ 

구문을 취한 몇몇 예를 먼저 보도록 하자. 

   (24) ㄱ. 단우가 물병을 건드린 것이 결국 물병을 깨지게 했다. 

ㄴ. 단우가 소리를 지른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ㄷ. 단우가 소리를 지른 것이 나를 가게 했다. 

(24ㄱ)은 이미 설명한 그 로이다. ‘단우가 물병을 건드린 사건’이 ‘물병이 깨지는 사건’

을 일으킨 것이다. (24ㄴ)의 해석은 어떠한지 보자. (24ㄴ)은 중의성이 감지된다. 첫 번

째 해석은 단우가 소리를 지른 것이 너무 커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단우가 소리를 지른 사건’으로 말미암은 ‘소리’라는 물리적 실체가 ‘나’를 놀라게 한 것

이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러하다. 단우는 평소 조용하고 화도 한 번 안내는 사람이다. 그

런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소리를 질렀다(그 소리가 누군가를 놀래킬 만큼 크지는 않았

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에게는 조용한 성격의 단우가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이 경우에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건이 아니다. 현실 세계

의 사건을 기초로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곧 일종의 정보라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24ㄱ)과 같은 경우에는 ‘단우가 물병을 건드렸다는 것’으로 치환을 하면 문장이 성립

하지 않는다. 하지만 (24ㄴ)과 같은 경우 사건 해석일 경우에는 ‘단우가 소리를 지른 

것’만 가능하고 사실 해석일 경우에는 ‘단우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과 같이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으로도 치환이 가능하다. 한편 (24ㄷ)은 ‘단우가 소리를 지른 것’이 ‘단우가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곧 ‘단우가 소리를 지른 사건’으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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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가(예를 들면 강한 음파와 같은) ‘나’를 물리적으로 어내어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우가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간 것이

다.262) 

  이러한 중의성은 Zucchi(1993: 23)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바이다. 

   (25) ㄱ. Mary’s performing of the song surprised us. 

ㄴ. Mary’s performing the song surprised us.  

(25ㄱ)은 사건 해석을 가지고 (25ㄴ)은 사실 해석을 갖는다. 앞서 4장에서 (62)의 도식

을 통해 명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건 해석을 가지고, 동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명

제 해석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25ㄱ)에서 performing은 명사성이 강하다. 이는 

뒤에 of가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명사성이 강한 (25ㄱ)은 자연스럽게 사건으로 해

석된다. 반면 (25ㄴ)에서 performing은 동명사임에도 불구하고 (25ㄱ)의 performing보

다는 동사성이 강하다. 이는 목적어 the song을 전치사 없이 바로 취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이에 (25ㄴ)은 사실로 해석이 된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화자에게 모종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26) ㄱ. 단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나를 슬프게 했다.

ㄴ. 단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슬프다.

(26ㄱ)은 (24)의 예와 같이 ‘-게 하다’ 구문이 쓰인 경우이다. 이때 (26ㄱ)의 ‘슬프게 하

다’는 ‘놀라게 하다’와 마찬가지로 사건 논항과 사실 논항을 다 취할 수 있다. 가령 ‘단

우가 소리를 지르는 사건으로 말미암은 소리’가 워낙 구슬퍼서 듣는 이인 화자로 하여

금 슬픈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단우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화

자를 슬프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그 로 유지하여 심리형용사 구문으로 

262) 현실의 사건이 바탕이 되어 마음속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것, 거꾸로 마음속의 결심이
나 생각이 현실의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것은 ‘심신 인과’, ‘수반 이론(supervenience theory)’ 
등으로 심리철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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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ㄴ)과 같이 표현하면 ‘단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건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곧 사건의 해석은 사건의 주요 자질 중 하나인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곧 ‘단우가 소리를 지르는 사건’의 진행 방식은 ‘슬프

게’이다. 이를 방식부사어를 사용하여 ‘단우가 슬프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곧 ‘단우가 소리를 지른다는 사실’이 화자에게 슬

픈 것이다. 이를 ‘슬프게도’라는 평가 부사어를 사용하여 ‘슬프게도, 단우가 소리를 지른

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실은 일어난 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건과 사실은 구분하기가 제법 까다롭다.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러한 특색 때문에 비완

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5.2.2. 발화/인지/감정 서술어와 명제/사실 해석

  앞서의 논의를 잠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넓은 의미의) 명제의 하위 층위이

다(본고 2.2.4절, 강범모 2000: 209 참조).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명제와 사실은 시

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건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이기에 화자가 개입할 수 없지만, 명제와 사

실은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층위가 변환된 머릿속의 추상적 실체이기 때문에 화자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부호화시켜 발화나 문장에 나타낼 수 있다. 당

연한 귀결이지만 명제와 사실은 하나의 완결된 생각, 내용이 된다. 이 명제와 사실은 

추상적 실체로부터 언어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곧 화자가 문장 내의 발화자나 사유자

가 되어 해당 명제나 사실을 발화나 사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27) ㄱ. 단우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ㄴ. 단우는 [연우에게 세 시까지 집에 돌아오라]고 말했다. 

  (27ㄱ)은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단우의 내면의 생각을 언어화시

켰다. 해당 내용에 해 단우는 잘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다. 이는 사유에 해당한다. 한

편 (27ㄴ)은 단우가 연우에게 [세 시까지 집에 돌아오라]는 발화를 했음을 나타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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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화에 해당한다. 발화와 사유가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이 발화와 사유의 내용에서 

나타내는 사건의 공간과 시간과 일치해야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발화와 사유는 

사건의 시공간과 분리되어야 적절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앞선 논의에서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명제나 사실을 나타냄을 보인 바 있다. 또

한 사건을 나타내는 비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은 동명사에 그 맥이 닿아있고, 완형 보

절의 명사화 구문은 인용 형식에 그 맥이 닿아 있음을 논의하 다. 인용이라는 것 자체

가 발화나 사유의 전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형 보절의 형식은 근본적으로 인용의 

성격을 가진다(박재연 2012: 206).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해당 내용 혹은 정보

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문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이 경우

의 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ㄱ. 화자와 발화자263) 불일치: 

단우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ㄴ. 화자와 발화자 일치: 

나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29) ㄱ. 화자와 사유자 불일치: 

단우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ㄴ. 화자와 사유자 일치: 

나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28)은 발화의 경우이다. 발화의 내용을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라고 해 보자. (28

ㄱ)에서는 해당 발화를 문장 속 주어인 단우가 했다.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발화를 단우가 했다는 것]을 화자가 상위언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28ㄴ)

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을 발화한 것은 

‘나’인데, 이 ‘나’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를 ‘나’가 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화자가 된다. (29)는 사유의 경우이다. (29)도 마찬가지로 사유자와 화자가 일치할 수도 

263) [발화자]는 발화 사건의 행위주이다. 앞선 절에서 [발화자]와 [사유자]를 설정한 바 있다. 
화자는 전체 문장 너머에서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그 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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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눈 여겨 보아야할 것이 있다. (29)의 ㄱ과 ㄴ에 모

두 제시된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의 진리치가 다르게 감지되는 것이다. 곧 

(29ㄱ)에서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확정되어 있는 반면, (29ㄴ)

에서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29ㄱ)에서는 사실로 해석되고 (29ㄴ)에서는 명제

로 해석된다. 

  사실은 명제 가운데에서 그 진위치가 화자에게 참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이에 따

라 명제는 실상은 ‘양태 명제(명제)’와 ‘사실 명제(사실)’로 나뉘는 것이다. 사건성 서술

어와 사실성 서술어는 동일하게 전제를 유발시킨다(Peterson 1997: 95). 하지만 사건성 

서술어가 유발하는 사실 전제와 사실성 서술어가 유발하는 사실 전제는 그 질이 조금 

다르다. 사건은 현실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참인 성질을 가진다. 사실 층위는 그렇지 

않다.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추상적 실체이다. 그러므로 이 정보가 누구의 머릿속에 있는

가가 중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사실인지’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정정원 2012: 48-49 참조). 사건은 ‘그라이스의 법칙’에 따라 화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객관적인 현실의 사건이 그 로 묘사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은 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반응을 유발시킨다. ‘아, 지금 화자는 해당 정보를 사실로 인

식하고 있구나(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이해를 토 로 (29)를 다시 보도록 하자. (29ㄱ)에서 화자는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발화자인 단우는 그 사실을 의

심하고 있다는 식으로 청자에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29ㄴ)은 화자가 곧 의심하

는 주체가 되므로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로서 해석될 수 없다. (29

ㄱ)의 [어제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 해석을 갖는 것은 화자가 전체 사태를 

전지적 시점에서 조망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이다. Hooper(1975)에서도 다

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30) ㄱ. *I don’t realize the cat is outside.

ㄴ. He doesn’t realize the cat is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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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ㄱ)은 화자와 주어가 일치한다. 이 문장에서 화자는 ‘고양이가 밖에 있다는 사실’에 

해 자신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고 있다. 어떤 사실에 해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실을 화자인 자신은 모른다는 이야기는 결국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30

ㄱ)은 의미론적으로 비문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인식 주체를 3인칭으로 바꾼 (30ㄴ)에서

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사실에 해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실을 3인칭 주

어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문장 내 주어가 알든 모르든 ‘고양이

가 밖에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에게는 이미 사실이다. 이 경우 화자의 

시점이 일종의 전지적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문만을 보더라도 사실은 

화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사실 층위와 명제 층위가 인용과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보

절이 어떠한 격으로 실현되는지에 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절은 인용 조사 

‘-고’를 통하여 바로 보절 동사에 포섭되기도 하고,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된 후

에 격을 취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1) ㄱ. 연우는 단우가 오늘 돌아온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ㄴ. 연우는 단우가 오늘 돌아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31)에서 공통되는 명제는 [단우가 오늘 돌아온다]이다. 그런데 (31ㄱ)은 ‘-고’, 곧 인용 

조사로 보절이 실현되었고, (31ㄴ)은 완형 보절의 명사화 구문이 된 후에 격으로 실

현이 되었다.264) 그런데 (31)의 공통된 명제 [단우가 오늘 돌아온다]는 (31ㄱ)보다는 

(31ㄴ)에서 그 사실성이 더 두드러진다. 곧 (31ㄱ)에서는 연우가 [단우가 오늘 돌아온

다]라는 내용의 발화를 했다는 것을 화자가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31ㄴ)에서는 [단우가 오늘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화자에게(문장 내 주어 연우가 아니

라) 내면화되어 사실로 전제화 된 느낌이 더 강한 것이다. 

  문숙 (2017: 73)에서는 임동훈(1995)을 인용하며 인용의 경우 ‘ 희도 그렇게 말했

다’처럼 형식이 부사가 된다는 점에서 인용절의 통사적 성격은 부사절이라 한 바 있

264) 방성원(2001: 89)에서는 ‘-고’ 보절과 명사화 구문의 보절을 두고, 전자는 화자가 사태 내
용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후자는 사태를 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직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에는 좀 더 정연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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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31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ㄴ)의 경우 형식은 명사로 나

타나 ‘연우는 그것을 모두에게 말했다’로 되기 때문이다. 결국 (31ㄱ)과 (31ㄴ)은 해당 

내용이 통사적으로 드러날 때 격(accusative)으로 나타나는가 사격(oblique)으로 나타

나는가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격의 차이는 결국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인지적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그 로 반 한다(안명철 2013: 82). 이러한 현상은 타동

성(transitivity)과 향입음성(affectedness)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령, 타동성과 

격 변화의 논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다음의 예를 보자. 

   (32) ㄱ. 벽에 크레용을 칠하다. 

ㄴ. 벽을 크레용으로 칠하다.  (안명철 2013: 84)

(32ㄱ)은 ‘칠하다’ 동사로부터 직접 향을 받는 실체가 ‘크레용’임을 나타낸다. 반면 

(32ㄴ)은 격으로 나타난 ‘벽’이 ‘칠하다’ 동사의 향을 직접 받는다. (32ㄱ)에서 크레

용은 격으로 실현되었지만 (32ㄴ)에서는 그 지위가 강등되어(deranked) 도구격인 사

격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격의 차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의미의 차이도 수반한다. 곧 

(32ㄱ)은 벽의 일부나 전체에 크레용을 칠한다는 해석이, (32ㄴ)은 벽 전체를 크레용으

로 칠한다는 해석이 우선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화자는 격을 조정하여 발화하는 것

이다. 사실 층위와 명제 층위가 보절로 나타나는 구문의 발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자가 보절의 내용에 해 사실성을 힘주어 말할 때에는 명사화 구문에 격을, 사실

성에 해 유보할 경우에는 인용 조사 ‘-고’를 붙여 발화하는 것이다.265)266) 

265) 이러한 관찰은 민찬홍(2013: 481-487)에서도 동일하다. 이 논의에서는 화자가 보절에 ‘-
고’(해당 논의에서는 ‘-라고’이다)를 붙여 실현시킨 경우에는 내포된 내용에 해 화자가 ‘화
자의 공약 중립성(neutrality of commitment)’을 유지하는 것이고, ‘-음/임’으로 실현시킬 경
우에는 화자가 명제 내용이 참이라는 공약, 곧 ‘긍정적인 공약(positive commitment)’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라고 한다. 곧 어에서는 
서구 인식론의 향으로 앎의 상이 곧 진리(사실)라는 강한 인식이 있는데, 한국어는 언어
적 형식으로 사실과 명제를 구분하고 있다고 민찬홍(2013)은 기술하고 있다. 

266) ‘연우는 단우가 학교에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와 ‘연우는 단우가 학교에 오는 줄을 알고 
있어요’에서도 차이가 감지된다. 곧 [단우가 학교에 오다]라는 내용이 ‘관형사절 + 줄’이 되어 
나타날 때 격을 취한 문장에서는 사실로 판정되고, 사격인 ‘-로’를 취한 문장에서는 오히려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형
사절 + 줄 알다’ 구성의 사실성에 한 논의는 오경숙(2009)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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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명제/사실 해석에 있어 두 가지의 변인을 설정한 셈이 되

었다. 첫 번째는 명제/사실의 내용을 발화하거나 사유하는 주체가 화자와 동일한지 여

부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명제/사실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절이 ‘-고’로 나타나는

지, 명사화 구문으로 나타난 후 격을 취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확보한 셈이다: ㄱ. 화자와 발화/사유 주체가 일치하고 보절이 ‘-

고’를 취함, ㄴ. 화자와 발화/사유 주체가 다르고 보절이 ‘-고’를 취함, ㄷ. 화자와 발화

/사유 주체가 일치하고 보절이 명사화 구문으로 나타난 후 격을 취함, ㄹ. 화자와 발

화/사유 주체가 다르고 보절이 명사화 구문으로 나타난 후 격을 취함. 

  이제 명제성 서술어와 사실성 서술어를 설정한 후에 위의 변인들을 적용하여 해석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봐야할 것이다.267) 앞서 기술한 것처럼 명제/사실성 서술

어는 인용 동사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인용 동사는 학자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하

위 범주화될 수 있다. 인용 동사의 하위 분류에 관하여는 3.1.2.2에서 박재연(2012)의 

논의를 전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화와 관련된 것으로 ‘말하다’를,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다, 알다, 믿다, 모르다’를, 사유의 하위 범주인 감정 서술

어로 ‘슬프다, 후회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명제와 사실 해석을 가르는 데에 있어 곤란한 것은 각 서술어가 취하는 보절이 

사실로 해석되는지 명제로 해석되는지 그 검증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있다. Kiparsky 

＆ Kiparsky(1971: 347-348)에서는 이에 해 통사론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간단히 옮

기면, 사실성 서술어는 ‘fact’라는 단어를 취할 수 있지만, 명제성 서술어는 그렇지 못하

다. 또 사실성 서술어는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지만 명제성 서술어는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성 서술어는 falsely, wrongly, incorrectly 등과 

267) 앞서도 말했지만 본고에서는 표적인 예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논의에
서 명제성/사실성 서술어는 보절 동사, 보문 동사, 인용 동사, 화행 동사 등으로 다양하게 다
루어져 왔다. 한편 사실성 술어와 비사실성 서술어를 구분한 가장 표적인 논의는 Kiparsky 
＆ Kiparsky(1971)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사실성 서술어를 ‘FACTIVE’라 칭하며 이
에는 ‘significant, odd, tragic, exciting, relevant, matters, counts, makes sense, suffices, 
amuses, bothers’ 등을 꼽고 있다. 한편 본고의 명제성 서술어에 가까운 것으로 ‘비사실성 서
술어’를 설정하여 ‘NON-FACTIVE’라고 칭하며, 이에 ‘likely, sure, possible, true, false, 
seems, appears, happens, chances, turns out’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Peterson(1997), Zucchi(1993), Vendler(1967) 등에서도 사실성 서술어와 명제성 서술어의 예
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민찬홍(2013)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 위주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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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부사어와 결합할 수 없다. 

  한편 Perterson(1997: 94-95)에서는 wh-nominalization을 주요한 검증법으로 제시한

다. 예를 들어 ‘단우는 누가 집에 갔는지 알고 있다’라는 문장은 ‘누군가 가기는 갔다’라

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우는 누가 집에 갔는지 의심한다’268)라는 문장

은 성립하지 않는다. 곧 ‘의심하다’는 사실을 논항으로 취할 수 없는 서술어인 것이다. 

이상의 통사적인 검증법은 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실상에 맞지 않는다. 민찬

홍(2013)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어는 ‘-고’라는 별도의 보절자가 있기 때문에 인구

어와 맥을 같이 하여 검증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통사적인 검증법은 사실 전제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감정 서술어가 검증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오류도 발생시킨다. 가령 ‘단우는 [누가 집에 갔는지]가 

슬프다’라는 문장이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슬프다’ 류의 감정 서술어는 해당 

논항이 사실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이에 정정원(2012: 38)에서는 

Hooper(1975)를 인용하며, 사실성 서술어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통사론적 기준보다는 

의미론적, 화용론적 기준이 더 타당함을 언급한다. 여기서 의미·화용론적인 기준은 다름 

아닌 전제이다. 곧 전제를 발생시키면 사실성 서술어로269), 그렇지 않으면 명제성 서술

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제는 또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연쇄적인 문제를 낳는

다. 앞서 언급하 지만 전제는 상위절에 부정을 취한 뒤, 전제를 유발하는 해당 논항이 

그 로 사실성을 유지하는가를 보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김경애 2012나: 208, 

210 참조). 그러므로 사실성이라는 것 자체는 문맥에 의존하는 의미·화용론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 또한 명제로 해석되는 경향성에서부터 사실로 해석되는 경향성까지 일종

의 스펙트럼을 가진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화/사유 동사, 감정 서술어가 쓰인 문장의 화자와 발화자의 일치 

여부, 보절의 통사론적 외현에 따른 해석을 살펴보자. 먼저 발화 동사 ‘말하다’부터 살

펴보자. 

268) 이 문장이 성립을 할 수도 있는데, 곧 ‘누가’가 ‘누군가’의 의미로 쓰일 경우이다.
269) 사건성 서술어도 전제를 유발함을 앞에서 다루었다. 또한 사건성 서술어가 유발하는 전제

와 사실성 서술어가 유발하는 전제는 그 결이 다름도 앞에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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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화자와 발화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ㄱ.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ㄴ.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33ㄱ)과 (33ㄴ)은 모두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로 해석된다. 주절의 ‘말했

다’를 ‘말하지 않았다’로 바꾸어도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이 참임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34) 보절의 통사론적 외현에 따라

ㄱ.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ㄴ.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ㄷ.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34ㄱ)은 발화자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보절도 ‘-고’로 실현되었다. 이때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의 사실성은 유보된다. 곧 화자는 이 명제에 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

는 것이다. (34ㄴ)은 (33ㄴ)과 같은 문장이며, 위의 설명과 같이 사실임을 강하게 전제

한다. 흥미로운 점은, (34ㄷ)이 ‘-고’를 취하지만 발화자가 화자와 일치하는 경우인데, 

그 사실성이 (34ㄱ)보다는 높고 (34ㄴ)보다는 낮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명제의 발화자

가 화자 자신이기 때문인데, 곧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명제의 기반이 되는 사건을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70) 

  인지동사의 경우에는 해석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자. 

   (35) 화자와 사유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ㄱ.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안다/?믿는다/*모른다. 

ㄴ.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안다/믿는다/모른다. 

(35)에서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이 모두 격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우

270) 이 역시 그라이스의 법칙에 따라 화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화용론적 함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34ㄷ)의 사실성은 화용론을 통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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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 전제를 강하게 나타낸다. (35ㄱ)에서는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하는데 이 경우 ‘알다’ 서술어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문제가 없

지만 ‘모르다’ 같은 경우에는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곧 화자가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

는 것]이 사실임을 부호화해 놓고, 문장 내 사유자가 되어 다시 이를 모른다고 부인하

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시제를 과거로 바꾸어 ‘몰랐다’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장

이 성립되는데, 이는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믿는다’ 서술어 역시 어색하다. 화자가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의 

사실성을 강하게 암시하고서는 다시 문장 내 사유자가 되어 이를 믿는다고 말하며 그 

사실성의 정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271) 

  한편 (35ㄴ)과 같은 경우에는 각 서술어가 모두 성립한다. 이는 화자와 문장 내 사유

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곧 화자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있지만 문장 내 사유자는 화자가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사실

로 보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인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는 여전히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곧 (35ㄴ)의 서술어에 부

정을 취해도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의 사실성에는 전혀 향을 미치지 않는다. 

   (36) 보절의 통사론적 외현에 따라

ㄱ.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안다/믿는다/*모른다. 

ㄴ.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을 안다/믿는다/모른다. 

ㄷ.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안다/믿는다/*모른다. 

  한편 (36ㄱ)과 같이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가 ‘-고’를 취하면 사실성이 유보되어 명

제로 해석이 된다. 어쩌면 사실성이 유보되는 것보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

271) 그런데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나 ‘나는 연우가 이 일을 해 낼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등은 수용성이 높다. 이는 어떤 명제를 거의 사실로 여기고 싶어 하는 화자의 염원이 
반 된 것이라고 하겠다. 가령 문장을 ‘단우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와 ‘단우는 연우
가 이 일을 해 낼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여 화자와 사유자를 다르게 할 경우를 생각
해 보자. 전자의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화자는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로 굳게 믿
고 있고, 문장 내 주어인 단우 역시 이를 믿는다는 해석이 일어난다. 동궤로 후자의 문장 역
시 화자가 ‘연우가 이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이미 하고 있고, 문장 내 주어인 단
우 역시 이를 믿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 



- 235 -

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화자는 전지적 시점이 되어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데, 

제삼자의 사유에 해 표현하면서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암시하는 ‘-고’를 선택하여 부

호화한 것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6ㄷ)과 같이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할 

경우,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여전히 사실이 아닌 명제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36ㄱ)보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편 (36ㄱ,ㄷ) 둘 다 ‘모르다’ 서술어와

의 공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모르다’의 어휘적 특성에 기인한다. ‘모르다’는 [이미 존재

하는 어떠한 사실]을 논항으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272) 그러므로 명제 해석을 강

하게 유도하는 ‘-고’와 유형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비문이 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감정 서술어273)의 경우를 살펴보자. ‘슬프다’와 ‘슬퍼하다/후회하다’를 살

펴볼 것인데 전자는 형용사, 후자는 타동사로 격틀이 다르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논의

하도록 하겠다. 우선 ‘슬프다’의 경우이다. 

   (37) 화자와 사유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ㄱ.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이 슬프다. 

               → 슬프게도,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 

ㄴ.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이 슬프다. 

(37ㄱ)과 (37ㄴ)의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은 모두 사실로 해석된다. 주지할 것은 

(37ㄴ)의 경우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은 화자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문장 내 

사유자가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에 해 기술한다는 것이고, 문장 내의 사유자도 [단

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이라는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에 한 감정적 평가

를 내린다는 점이다. 이에 해 정정원(2012: 41)에서는 “감정 술어 구문의 보문 명제

의 사실성은 화자와 감정 주체 모두에 의해 이중적으로 확인되는 좀 더 강력한 것”이라

272) 물론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른다’, ‘갔는지 안 갔는지 아직 모른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
다. 이 ‘모르다’에 해서는 좀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차후의 작업으로 남긴
다. ‘알다, 모르다’와 관련한 사실성의 해석은 오경숙(2009)이 참조가 된다. 

273) 감정 서술어는 심리 술어의 하위 범주라고 하겠다. 심리 술어는 유정물의 심리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동사는 형용사이다(남승호 2007: 98).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재연(2012)에서는 사
유의 역으로 포괄적 사유 동사 ‘생각하다’와 양태 동사를 가른 후, 양태 동사의 하위 분류
로 인식 양태 동사(알다 등)와, 동적 양태 동사(결심하다 등), 감정 양태 동사를 가른다. 어느 
분류를 따르건 간에 감정 서술어는 사유와 관련한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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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하고 있다. 어떤 정보에 한 평가, 감정적인 응은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감정 서술어는 그 논항이 사실로 해석될 것을 강하

게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37ㄱ)과 같이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할 경우, ‘나는 X가 슬

프다’라는 틀이, 평가부사어 하나로 치환될 수 있다. 곧 ‘슬프게도, 단우가 어제 돌아왔

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부사어는, 문장 내에 있지만 화자에 

귀속된다. (37ㄴ)과 같이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틀을 평가부사어 

하나로 부호화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38) 보절의 통사론적 외현에 따라

ㄱ.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슬프다.

ㄴ.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것]이 슬프다.

ㄷ.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슬프다.

  (38ㄱ,ㄷ)과 같은 경우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가 ‘-고’를 취하여 나타났다. 감정 서술

어는 그 논항으로 사실이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의 

형태는 사실성이 유보되는 명제성이 강한 형태가 되어버리므로 유형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38ㄱ,ㄷ)과 같은 경우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조정

을 두 가지 해 볼 수 있다 바로 다음의 예문이다. 

   (39) ㄱ.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슬픈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사왔다]고 슬

픈 것이다.

ㄴ. 나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슬픈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사왔다는 것]이 

슬픈 것이다.

ㄷ. 연우는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고 슬픈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사왔다]고 슬

픈 것이다. 

(39ㄱ)은 해당 명제가 ‘-고’를 취해 나타나고 여전히 서술어는 ‘슬프다’인데도 부정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성이 올라간다. 그럼에도 (39ㄱ)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후행

절의 ‘[아무 것도 안 사왔다]고 슬픈 것이다’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를 ‘[아무 것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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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왔다는 것]이 슬픈 것이다’로 바꾼 (39ㄴ)과 같은 경우에는 적형문으로 판정된다. 결

국 감정 서술어가 부정으로 나타날 경우, 그 논항이 되는 명제는 사실성을 상실하고 만

다. 이는 일종의 상위 부정과도 같은 것인데, 곧 (39ㄱ)은 슬프다는 평가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곧 ‘나’가 슬픈 이유는 ‘단우가 어제 돌

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단우가 아무 것도 안 사왔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

우가 어제 돌아왔다는 사실’은 ‘나’가 슬픈 이유가 되지 못하고, 사실성을 가지지 않아

도 용인이 된다. 이에 따라 ‘슬픈 것이 아니라’의 앞에 ‘-고’형이 오는 것이 가능한 것

이다. 

  한편 (39ㄷ)과 같은 경우에는 (39ㄱ)과 같은 문장에 주어만 삼인칭으로 바꾼 것이다. 

화자가 아무리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서술하는 것은 그 

확정성이 일인칭의 경우보다 떨어진다.274) 그러므로 (39ㄷ)은 연우가 슬퍼하는 이유를 

‘단우가 아무 것도 안 사왔음’이라는 것에서 화자가 찾고 있지만 이에 한 사실성은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하는 (39ㄱ)보다 떨어지고, 그러므로 ‘-고’가 붙은 꼴을 용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제 감정 서술어이지만 ‘-어/아 하다’의 꼴을 가진 ‘슬퍼하다/후회하다’ 두 서술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슬퍼하다’와 같은 술어는 ‘형용사 + 어/아 하다’의 꼴이다. 주지

하다시피 ‘-어/아 하다’는 주어가 3인칭일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40ㄱ)과 같이 서술어가 ‘-어/아 하다’ 꼴임에도 일인칭 주어가 사용되면, 기술자인 화

자가 자기 자신을 타자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선 이와 같은 이해를 

토 로 (40)을 보도록 하자. 

   (40) 화자와 사유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ㄱ. 나는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는 것]을 슬퍼했다/후회했다. 

ㄴ. 연우는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는 것]을 슬퍼했다/후회했다. 

(40)은 ㄱ과 ㄴ 예문 모두 별 문제없이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로 해석된

274) 이러한 이유로 언어에는 여러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한국어에서도 ‘-겠-’같은 경우, 
일인칭이 주어가 되면 의지 표현이 되지만 삼인칭이 주어가 되면 추측 표현이 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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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슬퍼하다’, ‘후회하다’ 둘 다 마찬가지이다. 

   (41) 보절의 통사론적 외현에 따라

ㄱ. ?연우는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고 슬퍼했다/후회했다. 

ㄴ. 연우는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는 것]을 슬퍼했다/후회했다. 

ㄷ. *나는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고 슬퍼했다/후회했다. 

  (41)은 (40)과 다르게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에 ‘-고’가 붙으면 어떤 해석이 일어나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

우 용인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곧 (41ㄱ)과 같은 경우, 화자와 사유자가 다른

데, 화자와 사유자가 일치하는 (41ㄷ)보다 그 용인성이 훨씬 높다. ‘*나는 [단우가 아무 

것도 안 사왔다]고 슬픈 것이다’는 비문으로, ‘연우는 [단우가 아무 것도 안 사왔다]고 

슬픈 것이다’는 적형문으로 판정된 것인데, 이는 (39)에서 나타난 판정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주어가 삼인칭인 경우 ‘-고’ 형, 곧 의미론적으로 명제가 논항으로서 

용인되는 이유는 타인의 감정에 해서는 화자가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41ㄷ)이 비문으로 판정되는 이유는 화자가 자기 자신의 감정에 해서 말하면

서, 그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는 명제의 사실성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반면 (41ㄱ)

과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연우가 슬퍼하는/후회하는 이유’에 해 추측하여 말하는 것

이므로 ‘-고’ 형도 용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41ㄱ)에서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는 문

장 속 주어인 연우가 그렇게 발화한 것과 같이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연우는 어제 서

울에 돌아왔다고 말하며 슬퍼했다/후회했다’처럼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41ㄱ)은 

화자가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라는 정보에 객관적인 입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해석되는 예들에 

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이 바로 그것이다. 

   (42) ㄱ. 연우는 [단우가 내일 돌아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했다. 

ㄴ. 연우는 [단우가 내일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믿는다/모른다. 

ㄷ. 연우는 [단우가 내일 돌아온다는 것]을 슬퍼한다/*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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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ㄱ)은 발화동사, (42ㄴ)은 인지동사, (42ㄷ)은 감정 서술어가 [단우가 내일 돌아온다

는 것]을 격으로 취했을 경우를 보인 것이다.275) 보이는 바와 같이 [단우가 내일 돌

아온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

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ㄱ,ㄴ,ㄷ)의 [단우가 내일 돌아온다는 것]은 모

두 사실로 해석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사실’은 사건과 같이 객관적으로 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곧 화자가 머릿속에서 ‘참’으로 여기고 다음 화로 이어가는 일종의 전제와도 같은 것

이다. 그러므로 (42ㄱ,ㄴ,ㄷ)의 [단우가 내일 돌아온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정보 처리 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곧 (42)의 [단우가 내

일 돌아온다는 것]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화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실

현되리라고 여겨지는 사실이다.276) 

 5.3. 요약

  본 장에서는 의미 층위의 해석을 주도하는 서술어에 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 X-성 

명사를 설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X-성 서술어를 설정해 볼 수 있었다. X-성 서술어

는 해당 서술어를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가 취하는 논항으로 의미 층위 X가 올 것을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예를 들어 X-성 서술어가 Y-성 명사를 논항으로 취할 경우 Y-

성 명사는 의미 층위 Y로 해석되기보다는 의미 층위 X로 해석되는 경향을 강하게 가

275) ‘단우가 내일 돌아온다’에 ‘-고’가 붙은 형태는, 앞에서 보인 ‘단우가 어제 돌아왔다’에 ‘-
고’가 붙은 형태가 명제의 해석을 갖는 것과 동소이하게 펼쳐진다.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
다. 

276) 미래에 일어날 일이 사실로 해석되는 것도 일종의 ‘-을 말하다/알다/슬퍼하다’ 구문이 갖는 
유형 강제로 보아도 될 것이다. 격을 취하는 발화 동사, 사유 동사는 그 논항으로 사실이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평행하게 ‘다행히, 아마 내일 단우가 올 거예요’라는 문장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행히’는 표적인 평가 부사어이다. 그런데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실을 

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아마 ∼ㄹ 거예요’로 추측 표현이다. 결국 사실로 확정이 
되지 않은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이상이 없다. 화자는 추측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사실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다행히’라는 부사
어가 같은 유형 강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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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만큼 서술어의 힘이 강한 것이다. 이를 유형 강제 이론을 원용하여 설명하 다. 

  이어서 서술어들이 주도하는 의미 층위의 해석의 몇몇 예를 보 다. 곧 사건성 서술

어가 사건 층위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이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보다’는 

‘생각하다’로 문법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명제 층위 역시 논항으로 취할 수 있게 되

었다. 전자의 예는 ‘나는 단우가 집에 가는 것을 보았다’이고 후자의 예는 ‘나는 단우가 

집에 간다고 보았다’이다. 이 두 구문에 있어서도 한정성의 차이는 여실하게 드러난다. 

  한편 발화/인지동사와 감정 서술어가 명사화 구문을 취할 때 어떤 해석이 전개되는가

에 해 살펴보았다. 이 해석에는 해당 명사화 구문이 취하는 조사, 화자와 문장 내 발

화자/사유자의 일치 여부 등이 변수로 개입한다. 이런저런 변수의 조정에 따라 명사화 

구문이 명제로 해석되기도 하고 사실로 해석되기도 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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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2020년 10월 6일 오후 3시에, 집에서, 단우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어쩔 수 없이 감기

약을 먹었다’로 나타나는 실제 세계에서의 사건이 있다고 해 보자. 인지 주체는 이를 

목격한 후에 머릿속에서 개념으로 표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 과정을 개념화라 할 것

이다. 가령 어떤 인지 주체는 ‘단우는 감기약을 먹었다’로 개념화할 수도 있고, 어떤 인

지 주체는 ‘집에서 감기약을 먹었다’로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

지나 사건 차원의 개념화이다. 그러므로, 만약 ‘단우는 감기약을 먹었다’에 ‘오후 3시에’

라는 한정을 가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 차원의 한정이 된다. 사건을 구성하는 객

관적인 요소에 해 인지 주체, 화자는 그 어떤 손질도 가할 수 없다. 하지만 인지 주

체가 ‘단우는 감기약을 먹었다’를 상으로 의심을 한다고 해 보자. 이 의심의 상은 

더 이상 사건일 수 없다.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명제이다. 한편 인지 주체가 ‘단우는 

감기약을 먹었다’를 상으로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한다고 해 보자. 이러한 평가의 

상은 화자에게 참으로 확정되어 있는 내용, 곧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우

는 감기약을 먹었다’를 내용으로 하여 질문을 한다고 해 보자. 이는 사건이 아니라 화

행이 될 것이다. 

  청년 시절의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는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는 명제들로 이

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각각의 명제들은 각각의 사실들에 응되고, 명제들의 

총체는 언어가, 사실들의 총체는 세계가 된다.277) 본고는 비트겐슈타인처럼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들에 해 다루려고 하 다. 다만 본고에

277) 논의를 이탈하지만, 사실들에 응되지 않는 명제가 있다. 가령 ‘신은 존재한다’나 ‘네로 황
제는 악하다’와 같은 것들이 한 종류이고, ‘직각삼각형은 삼각형이다’와 같은 것들이 한 종류
이다. 전자는 그 명제가 사실과 응되는지 검증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난센스
(nonsense)라고 불렀다. 한편 후자는 항진명제와 같은 논리적 실체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의미를 결여한 senseless라고 불렀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장년 비트
겐슈타인, 곧 자기 자신에 의해 전부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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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한 사건, 명제, 사실 등과 같은 용어는 비트겐슈타인의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비트겐슈타인, 러셀을 비롯하여 언어철학자들은 명제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를 

개진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언어철학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현  의미론에서 

명제를 정 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시작하 다. 우선 명제가 무엇인지, 이 

명제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명제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한 

발화의 핵심 내용이었다. 명제가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명제에 사건과 관

련한 육하원칙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강조하 지만 

이러한 육하원칙의 정보들은 어휘 범주인 부사어와 문법 범주인 선문말어미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다만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하지만, 명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떠

나 추상적인 정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이 명제가 화자에게 참으로 확정되

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 세계에서 그것이 정말로 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실

이라는 의미 층위로 포착된다. 화자가 해당 명제를 참이라고 확신한 후에 그것을 재료

삼아 덧붙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화자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 다. 우리는 문장(발화)을 접할 

때 해당 문장의 내용에 집중함으로써 그 너머에 화자가 있다는 것을 잊고는 한다. 하지

만 화자를 상정할 수 없는 문장(발화)은 결단코 없다. 화자가 무엇인가를 내뱉었다는 

것, 그것은 해당 화자가 말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문장은 화행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문장은 문장일 

뿐이라고 강조하 지만, 사실 문장은 화행에 다름 아니다. 문장의 가장 바깥 껍질에 화

행 층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본고에서는 가장 고차원적 의미 층위로 포착하 다. 

또한 화자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에 해 발화하거나, 사유하거나 

하는 것 역시 화자가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도 논의하 다. 가령 ‘아까 

단우가 집에 간다는 거 들었어요?’라는 문장에서 ‘단우가 집에 간다는 거’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때 ‘아까’는 

발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명시한다. 

  본고는 의미 층위가 횡적으로 확장되는 양상과 종적으로 고차원화해 가는 양상을 관

찰하 다. 그전에 문장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해 논의하 는데, 본고에서는 문

장을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곳이라고 파악하 다. 곧 화자는 인식에 주어진 자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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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층위를 재료로 삼아 기술을 해나갈 수 있다. 결국 문장은 의미 층위 X와 해당 X에 

한 한정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때 사건 층위와 이에 관한 한정은 사실상 객관적 세계

에 한 보고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조작할 수 있는 역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 층

위와 사건에 한 한정이 명제가 되었을 때, 화자는 이 명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해당 명제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 명제가 어떤 정

보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명제가 청자도 알고 있다고 가정되는 것인지 등에 한 

것들을 언어적으로 연산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기존 문법에서는 양태 범주로 파악했던 

것들이다. 이 양태의 상, 곧 언어적 연산의 상이 되는 것이 바로 명제이다. 이때 해

당 명제가 화자에게 참일 경우, 이를 본고에서는 사실이라고 하 는데, 이 사실 층위를 

가지고 화자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정보를 토 로 한 발화수반행위를 

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상의 화자의 어떠한 조작은 문장 안에 이런저런 식으로 부호

화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부사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문말어미, 혹은 우언적 구성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 층위의 횡적 확장이 문장에 반

되어 문장이 층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논의하 다. 이러한 논의가 부사어의 작

용역에 따른 중의성이나 문장에 부사어가 나타나는 순서,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의 설

명에 있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보이려고 하 다. 

  한편으로 문장이 문장일 뿐이라면 도 체 의미 층위는 언제 선명히 드러나는가? 이에 

해 본고는 명사어가 가리킬 때라고 답하 다. 이 명사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용적 명사, X-성 명사, 명사화 구문(것 구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명사어들은 

개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말뭉치에서 찾은 예를 통하여 명사어들이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을 가리킬 수 있음을 보 다. 특별히 X-성 명사에 해 정리

하면, 사건성 명사는 기존 문법 논의에서 술어 명사로 파악되어왔던 것이고, 명제/사실/

화행성 명사는 기존 문법 논의에서 내용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문 명사로 파악되

어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술어 명사는 사건으로, 보문 명사는 명제 이상의 의미 층위

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꼭 그렇지도 않음을 보 다. 곧 해당 명

사어가 어떤 서술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X-성 서술어를 설정하 다. 해당 서술어는 그 논항으로 의미 

층위 X가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다소 Y의 성격이 강한 명사어가 논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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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더라도  X-성 서술어는 이 논항을 압도하고 Y가 X로 해석되도록 강요한다. 이를 

유형 강제 이론을 원용하여 설명하 다. 서술어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다른 변

수도 개입하는 것을 몇몇 서술어의 예를 통하여 보 다. 이 변수에는 문장 너머의 화자

와 문장 내 주어가 일치하는가, 명사어가 어떤 격으로 실현되는가 등이 있었다. 

 6.2. 남은 문제

  전반적으로 본고는 그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추상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층위는 개념적 정의부터, 그 언어적 

실현까지 확정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은 곧, 본고에서 비록 사

건, 명제, 사실, 화행이라는 의미 층위를 세우고, 이를 통해 언어 현상을 바라보려고 했

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미 층위의 설정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에 그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 의미론을 다룰 때 주로 다루어진 ‘사건’과 양태를 다룰 때 주로 다루

어진 ‘명제’, 화용론의 관점에서 전제를 다룰 때 주로 다루었던 ‘사실’, 그리고 ‘화행’ 등

을 한 데 모아 일련의 체계로 세우고, 이를 통해 언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선 부사어와 선문말어미를 정교하게 다루지 못하 다. 이는 별도의 큰 작업이 필요

해 보인다.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간 부사어의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그 분류

의 기준도 많이 제시가 되어 왔다. 그리고 본고의 방식에 따라 부사어를 분류한 논의가 

없는 것도 전혀 아니다. 이제는 그 부사어들을 집 성하여 좀 더 정교하게 분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에 한 경향성을 보

지, 각 선문말어미의 결합 순서를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다루지는 못했다. 이는 철

저히 능력의 부족이다. 이 역시 각 선문말어미들을 세워가며 정교화해야 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시간 관련 의미역을 제안하 다. 이 의

미역을 통해 어떤 언어 현상이 어떻게 더 매끄럽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해 본고에서

는 가능성만을 제시하 다. 차후에는 시간 관련 의미역의 명칭을 더 세분화하고, 해당 

의미역의 명칭 역시 좀 더 선명히 한 후에, 설득력 있는 예시와 함께 이 주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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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X-성 서술어가 의미 층위를 가리키는 명사어를 논항으로 삼았을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에 해 몇몇 예를 통해 보 다. 능력의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던 예들

이 더 있다. 명사화 구문을 취하는 ‘있다’, ‘같다’, ‘이다’ 등의 서술어가 그것이다. 이들

에 한 해석은 꽤나 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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